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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 요약 

 

 

신청기술 : 자가치아 유래 골 이식술 

 

자가치아 유래 골 이식술은 발치 예정인 치아의 무기질과 유기질을 보존하여 이식재로 만

든 후 치조골 결손 시 자가이식하는 시술이다. 이는 의료법 제53조 및 신의료기술평가에 관

한 규칙 제3조의 규정에 따라 “자가치아 뼈 이식술”이라는 명칭으로 2013년 12월 3일 신청

되었다.  

 

 

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 및 소위원회 운영 

 

2014년 제1차 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2014.1.24)에서 동 기술은 현재 건강보험요양급여비용

에 등재되어 있지 않으므로 안전성과 유효성에 대한 평가가 필요하여 신의료기술 평가대상

으로 판단하였다. 평가 방법은 체계적 문헌고찰 방법을 이용하여 구강악안면외과, 치주과, 

생체의공학, 가정의학과(근거중심의학) 전문의 4인으로 구성된 소위원회에서 평가하도록 심

의하였다.  

 

총 4인으로 구성된 소위원회는 2014년 3월 24일부터 2014년 12월 3일까지 총 4회의 소위원

회 운영을 통해 문헌적 근거에 따라 동 기술을 평가하고 검토결과를 제출하였으며, 2014년 

제11차 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2014.12.26)에서 동 내용을 토대로 자가치아 유래 골 이식술의 

안전성 및 유효성 평가결과를 최종 심의하였다. 
 

제11차 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에서는 동 시술명을 “자가치아 유래 골 이식술”로 변경하는 

것으로 심의하였다.  

 

 

자가치아 유래 골 이식술의 평가 

 

평가목적 

자가치아 유래 골 이식술이 치조골 결손 환자를 대상으로 시행시 치조골 재생에 대한 안전

성과 유효성을 평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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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방법  

자가치아 유래 골 이식술의 안전성과 유효성을 체계적 문헌고찰을 통해 검토하였다.  
 

자가치아 유래 골 이식술의 안전성과 유효성 평가를 위한 체계적 문헌고찰은 KoreaMed를 

포함한 8개 국내 데이터베이스와 Ovid-MEDLINE, Ovid-EMBASE 및 Cochrane Library 등의 

국외 데이터베이스를 이용하였다. 관련문헌은 ‘autogenous tooth bone graft’, ‘autologous tooth bone 

graft’ 등 과 관련된 검색어를 활용하여 총 935편의 문헌이 검색되었으며, 수기검색으로 12

편의 문헌이 추가로 확인되었다. 동물실험이나 전 임상연구, 원저가 아닌 연구(초록, 종설 

등), 한국어, 영어, 일본어로 출판되지 않은 연구, 치조골 결손 환자를 대상으로 하지 않은 

연구, 자가치아 유래 골 이식술이 수행되지 않은 연구, 적절한 의료결과가 하나 이상 보고

되지 않은 연구의 경우는 배제하였다. 중복 검색된 문헌(389편)을 배제하여 총 558편의 문

헌을 토대로 선택 및 배제기준을 적용하여 총 29편의 문헌이 최종 평가에 포함되었다.  
 

문헌검색부터 선택기준 적용 및 자료추출까지 각 단계는 모두 소위원회와 아울러 2명의 평

가자가 각 과정을 독립적으로 수행하였다. 문헌의 질 평가는 SIGN(Scottish Intercollegiate 

Guidelines Network)의 도구를 이용하였으며 이에 따라 근거의 수준과 권고의 등급을 선정하

였다. 

 

안전성 

자가치아 유래 골 이식술의 안전성은 총 29편의 문헌으로 평가하고자 하였으나, 이중 14편

의 문헌에서는 합병증 관련 안전성에 대한 의료결과를 보고하고 있지 않았다. 시술 관련 부

작용 또는 합병증은 4편의 연구에서 보고되지 않았으며, 8편의 연구에서는 시술 후 합병증

이 보고되지 않았다. 주합병증으로 열개창 7.5~20%(4편), 혈종 6.7~8%(3편), 상악동막 천공 

7.1~25%(2편), 상처 개방은 1편의 연구에서 12.5%(1/8명)로 보고되었으며, 부합병증으로 감

염 및 통증은 8.3~15.4%(3편)로 보고되었다. 또한, 대부분의 연구에서 열개창 및 혈종은 보

존적 치료 및 2차 치료로 양호히 치료되었음을 보고하였다.  
 

이에 소위원회에서는 합병증률이 20% 이상 높게 나타난 2편의 연구의 경우 연구 대상자 

수가 8명, 15명으로 적었기 때문으로 판단되며, 보고된 주합병증은 대부분 보존적 치료 및 2

차 치료로 양호히 치유되었음을 보고하여 안전성에는 문제가 없는 것으로 평가하였다.  

 

유효성 

자가치아 유래 골 이식술의 유효성은 시술 성공률(이식 성공률, 조직병리학적 결과, 방사선

학적 결과), 임플란트 안정성 지수에 대한 의료결과를 총 18편의 연구를 통해 대조군과의 

비교연구 및 단일군 연구로 나누어 평가하였다 
 

현존하는 골 이식재와 비교한 연구는 총 4편이었다.  
 

이식 성공률을 보고한 보고한 연구결과는 찾을 수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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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직병리학적 결과는 총 2편의 연구(Jun et al 2014; 이지영 등 2011)로 평가하였다. 신생골 비

율은 이종골 및 동종골 이식재를 이용한 대조군은 26.5, 51.0%, 52.0%이었고 자가치아 뼈 이

식재(AutoBT)를 이용한 중재군은 31.1, 52.5%이었으며 군간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

았다. 또한, 이중 1편의 연구(이지영 등 2011)에서 직골과 층판골의 비율은 대조군 31.0, 

36.7%, 중재군 82.8%, 신생골과 골이식재 비율은 대조군 72.5, 80.3%, 중재군 81.3%로 중재

군이 다소 높게 나타났으나 군간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으며, 다른 1편의 연구

(Jun et al 2014)에서는 신생골 두께(osteoid thickness)가 대조군 8.3±3.9㎛, 중재군 13.1±5.2㎛로 

중재군에서 유의하게 높은 것으로 보고되었다(p =.025).  
 

방사선학적 결과는 총 3편의 연구로 평가하였다. 2편의 연구에서 평균 골 높이의 증가는 대

조군 6.22~11.83mm, 중재군이 4.89, 9.07mm이었으며 군간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

다. 평균 이식재 높이 변화는 대조군 0.53~1.53mm, 중재군 0.76, 1.27mm 이었으며 군간 차이

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또한, 이중 1편의 연구(Kim et al 2014b)에서 평균 치조정 골 

흡수가 대조군 0.04mm, 중재군 0.07 mm 이었고 군간 통계적 유의성은 보고되지 않았다.  
 

비교연구에서 임플란트 안정성 지수는 1편(Jun et al 2014)의 연구로 평가하였다. 시술 4개월 

후 시점에서 이종골을 이용한 대조군은 70.6, 자가치아 뼈 이식재를 이용한 중재군은 64.9 

ISQ이었으며 군간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이에 소위원회에서는 비교연구 2편(무작위 임상시험연구 1편, 코호트 연구 1편)에서 가장 

중요한 평가지표인 조직병리학적 결과에서 신생골 형성 비율이 중재군과 대조군이 유사하

게 보고되었고 군간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으며, 1편의 연구에서 신생골 두께가 

중재군이 대조군에 비해 유의하게 높은 것으로 보고되어 두 군이 동등 수준의 유효성을 가

진다고 볼수 있다는 의견이었다. 또한, 방사선학적 평가에서 이식재의 공간 유지 및 안정성

은 두 군간 차이가 없었다는 의견이었다.  
 

단일군 연구는 총 14편이었다.  
 

자가치아 유래 골 이식술의 이식 성공률은 총 3편의 연구로 평가하였으며, 이식 성공률의 

정의는 전체 임플란트 생종률 및 골유착 여부로 보았다. 이식 성공률은 88.9~98.5%이었다.  
 

조직병리학적 결과는 총 7편의 연구로 평가하였다. 3편의 연구에서 자가치아 유래 골 이식

술 시행 후 이식재 주변에서 신생골 형성이 확인되거나 조골세포 분포를 확인하였음을 보

고하였다. 또한 4편의 연구에서 평균 신생골 형성율은 27.3~87%로 보고되었으며, 이중 1편

의 연구(김수관 등 2011)에서 평균 직골/층판골 비율은 82.9~100%, 평균 신생골/골이식재 비

율은 38.5~72.7%로 보고되었다.  
 

방사선학적 결과는 총 9편의 연구로 평가하였다. 3편의 연구에서 평균 골 높이 증가 변화는 

6~11.1mm, 2편의 연구에서 평균 이식재 높이 변화는 술후 3개월 시점에서 1.29mm, 술후 6

개월 시점에서 1.50mm이었다. 또한, 4편의 연구에서 시술 후 평균 치조정 골흡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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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29mm로 보고되었으며, 1편의 연구(Chang et al 2014)에서 변연골 높이는 골유도 재생술 후

와 임플란트 식립 후 시점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가장 높은 상관성 보였으며(상관계수 

0.937, p <0.01), 마지막 추적관찰 시점까지 변연골 높이는 변화없는 안정성을 보고하였다. 
 

임플란트 안정성 지수는 총 6편의 연구로 평가하였다. 5편의 연구에서 초기 고정 시점에 비

해 2차 고정 시점에서 ISQ가 더 높게 보고되었으며, 다른 1편의 연구에서는 수술 직후 시

점, 수술 4개월 후 시점의 ISQ가 각각 67, 76으로 수술 후 ISQ가 상승하였을 보고하였다. 

 

 

제언 

 

자가치아 유래 골 이식술 소위원회는 현재 문헌에 근거하여 다음과 같이 제언하였다. 
 

이러한 문헌적 근거를 토대로 소위원회에서는 자가치아 유래 골 이식술은 치조골 결손 환

자를 대상으로 시행시 안전성에는 문제가 없으며, 현존하는 타 골이식재와 비교시 조직병

리학적 및 방사선학적 평가 결과에서 동등한 수준의 유효성을 보여 안전하고 유효한 의료

기술로 평가하였다(권고등급 B).  
 

다만, 소수 1인의 의견으로서 동 시술이 보고된 연구들에서 현존하는 타 골이식재와 비교

시 동등한 수준의 유효성을 보였으나, 이는 2편의 문헌에 근거한 결과로서 연구대상자 수

가 각각 24명, 37명으로 적어 군간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는 것에 대해 타당한 

근거로 보기 어려워 향후 이에 대한 연구가 더 필요한 아직은 근거가 불확실한 의료기술이

라는 의견이 있었다.  
 

아울러, 소위원회에서는 동 시술의 기술명을 더 정확히 명시하기 위해 “자가치아 유래 골 

이식술”로 변경하자는 의견이었다.  
 

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는 신의료기술평가에 관한 규칙 제3조제6항에 의거 “자가치아 유래 

골 이식술”에 대해 소위원회의 검토결과에 근거하여 다음과 같이 심의하였다(2014.12.26).  
 

자가치아 유래 골 이식술은 치조골 결손 환자를 대상으로 시행시 안전성에는 문제가 없으

며, 현존하는 타 골이식재와 비교시 조직병리학적 및 방사선학적 평가 결과에서 동등한 수

준의 유효성을 보여 안전성 및 유효성이 있는 의료기술로 심의하였다.  
 

다만, 무작위 임상시험 연구 1편에서 무작위 방법에 대한 근거가 불확실하여 질평가 결과

를 1-로 수정하고 권고등급은 C로 심의하고 기술명을 “자가치아 유래 골 이식술”로 변경하

는 것으로 심의하였다.  
 

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 심의결과는 소위원회의 검토결과와 함께 2015년 1월 7일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보고되었으며,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5-24호(2015.1.29.)로 개정·고시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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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평가 개요 

 

 

자가치아 유래 골 이식술(Autogenous Tooth derived Bone Graft)은 발치 예정인 치아의 무기질

과 유기질을 보존하여 이식재로 만든 후 치조골 결손 시 자가이식하는 시술로써 의료법 제

53조 및 신의료기술평가에 관한 규칙 제3조의 규정에 따라 “자가치아 뼈 이식술”이라는 명

칭으로 2013년 12월 3일 신청되었다.  
 

이에 2014년 1월 24일 제1차 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에서 동 기술은 현재 건강보험요양급여

비용 목록에 등재되어있지 않아 안전성 및 유효성에 대한 평가가 필요한 신의료기술로 판

단하였다. 또한, 평가 방법은 체계적 문헌고찰로 구강악안면외과, 치주과, 생체의공학, 가정

의학과(근거중심의학) 전문의 4인으로 구성된 소위원회에서 평가하도록 심의하였다.  
 

자가치아 유래 골 이식술 소위원회는 총 4회 운영되었으며, 소위원회에서는 동 기술의 안

전성 및 유효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였다.  
 

자가치아 유래 골 이식술 평가를 위한 소위원회의 검토결과는 2014년 제11차 신의료기술평

가위원회(2014.12.26.)에 상정하여 최종 심의되었다. 그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자가치아 유래 골 이식술은 치조골 결손 환자를 대상으로 시행시 안전성에는 문제가 없으

며, 현존하는 타 골이식재와 비교시 조직병리학적 및 방사선학적 평가 결과에서 동등한 수

준의 유효성을 보여 안전성 및 유효성이 있는 의료기술로 심의하였다.  
 

다만, 무작위 임상시험 연구 1편에서 무작위 방법에 대한 근거가 불확실하여 질평가 결과

를 1-로 수정하고 권고등급은 C로 심의하고 기술명을 “자가치아 유래 골 이식술”로 변경하

는 것으로 심의하였다.  
 

이 보고서는 현존하는 문헌적 근거에 의해 자가치아 유래 골 이식술의 안전성 및 유효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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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평가 배경 

 

 

2.1 개요 

 

자가치아 유래 골 이식술은 발치 예정인 치아의 무기질과 유기질을 보존하여 이식재로 만

든 후 치조골 결손 시 자가이식하는 시술이다.   
 

치조골 결손은 임플란트 식립을 방해하는 원인 중 하나로, 치주 질환이 진행되면 치조골의 

형태가 변하고, 치아의 동요 및 탈락, 전반적인 치조골이 상실된다(Vincente et al 2000; Becker et 

al 1979). 자가치아 골이식재는 우수한 골유도 및 골전도성 치유를 보이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으며, 자가치아 골이식재의 무기성분과 표면구조를 분석한 연구에서 치근 부위는 저결정

성 인산칼슘, 치관부위는 고결정성 인산칼슘으로 구성되어 있어 골전도 및 유도능력에 차이

가 있을 것으로 보고하였다(김영균, 엄인웅 2011c). 
 

따라서, 현재 건강보험요양급여비용목록에 등재되어 있는 치조골 결손부 골이식술 동종골, 

이종골, 합성골이식의 경우(차 107-가)와 사용 대상, 목적은 같으나 사용방법이 다르며, 시술

방법이 변경되어 소위원회에서는 문헌적 근거에 의해 자가치아 유래 골 이식술의 안전성과 

유효성에 대해 평가하였다.  

 

 

2.2 치아 및 치조골의 외상 

 

치아 및 치조골의 외상에 대한 질병특성 및 치료방법은 구강악안면외과학 제2판(권경환 등 

2009)을 참고로 정리하였다.  

 

2.2.1 질병특성 및 치료방법 
 

치아와 치수의 손상 

 

치아 및 치수의 손상은 치조골, 구강주위 연조직 손상과 동반하여 자주 발생한다. 원인은 

넘어져 다치는 경우가 가장 흔하며 교통사고, 운동이나 폭행 등으로 발생하고 어린이의 경

우 놀다가 다치는 경우 등이 있다. 대부분 치아 및 치수의 손상은 치아 주위 조직 및 연조

직과 동반하여 손상되므로 이에 대한 세밀한 임상적 진단과 함께 면밀한 치료가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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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관 잔금(Tooth crack) 

치관의 파절 없이 법랑질에 국한하여 균열이 있는 상태로, 치경을 이용하여 빛을 투과시켜 

관찰하며, 수평적 및 수직적 균열 정도를 기록한다. 특별한 처치가 필요하지는 않으나 균열

시 발생한 외력에 의해 치수 및 치아 주위 조직에 증상이 발현되기도 하므로 주기적으로 

관찰해야 한다. 또한 찬 음식 등에 민감성을 보이므로 이에 대한 환자의 주의가 필요하다. 

 

비복잡 치관파절 

치수 손상 없이 법랑질 및 상아질에 국한하여 파절된 것을 말한다. 법랑질에 국한된 파절시

에는 파절면을 부드럽게 갈아주고, 상아질이 포함되어 과민성을 보이면 적극적인 치수보호

와 함께 주기적인 관찰을 시행하여 증상의 발현시 근관치료를 시행하기도 한다. 

 

복잡 치관파절 

치수를 포함하여 버랑질, 상아질의 파절이 일어난 경우로, 근관치료와 함께 보철적 수복을 

시행한다. 

 

비복잡 치관-치근파절 

치수를 포함하지 않는 법랑질, 상아질 및 백악질의 파절로, 비복잡 치관파절에 준하여 치료

를 시행한다. 

 

복잡 치관-치근파절 

치수의 노출과 함께 법랑질, 상아질 및 백악질의 파절로, 근관치료 후 보철수복을 시행하지

만 수복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발치가 권장된다. 

 

치근 파절(Root fracture) 

상아질, 백악질 및 치수가 포함되는 파절로, 치경부 파절, 치근 중앙부 및 치근단부의 파절 

등으로 분류한다. 치료는 파절된 부위에 따라 방법이 달라지며, 종종 치료에 어려움을 겪기

도 한다. 치경부 파절은 근관치료 후 파절편을 접착하여 보철적 수복을 하거나 파절된 치관

의 제거 후 근관치료 후에 post & core 후 보철수복을 시행하기도 하며, 교정력을 이용하여 

정출(forced eruption) 후 보철치료를 시행한다. 치근 중앙부 및 치근단부 파절은 치근 파절의 

대부분으로 초기 치료시에는 재위치로 위치시킨 후 인접치와 교합면 삭제와 함꼐 고정을 

2~4개월간 시행하여 치유의 형태를 관찰하며, 최종적으로 누공 및 동요도의 증가 등 임상

적 증상이 나타나는 경우에는 발치를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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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주조직의 손상 
 

치아 진탕 

치아의 동요나 전위는 없으나 타진 반응에 민감함을 보인다. 치료는 정기적인 검사로 치수 

손상에 대한 정기적인 검사가 필요하다.  

 

치아의 불완전 탈구 

치아의 동요는 있으나 전위가 없는 손상으로, 치아의 동요에 따라 고정이 요구되기도 하며, 

정기적인 관찰과 함께 방사선 촬영을 통한 치근파절의 확진이 요구된다. 추후 치수 병변의 

발생시 근관치료가 필요하다.  

 

치아의 함입성 탈구 

치조골 내에 치아의 변위가 존재하는 것으로, 상악 전치부에서 흔하며 치조골의 골절과 동

반된다. 함입된 영구치아는 일반적으로 치료가 필요치 않으나 재맹출이 느려지는 경우 교

정을 통한 맹출을 유도하며, 정기적으로 치수 생활력 검사를 시행하고 염증성 치근 흡수를 

방지하기 위한 근관치료를 시행하기도 한다.  

 

치아의 정출성 탈출 

치조골로부터 치아가 부분적으로 탈락하는 경우로, 치아를 재위치시키고 고정치료를 시행

하며, 정기적 관찰과 함께 임상적 증상의 발현시 근관치료를 시행한다. 

 

치아의 측방성 탈구 

치조골의 골절과 함께 치아의 변위가 측방으로 발생하는 파절로, 탈구치아의 치료원칙에 

준하여 치료를 시행한다.  

 

치아 탈구 

치아가 치조골로부터 완전히 탈락된 상태로, 경과된 시간 및 운반된 상태에 따라 예후가 결

정된다. 탈구 후 30분 이내에 재식된 경우에 성공률이 가장 높으며, 시간이 경과할수록 치

아의 흡수가 빨리 이루어진다고 보고되어 있다. 탈구된 치아는 가능한 한 구강 내에 일시적

으로 재식 후에 치료가 이루어지는 것이 이상적이나, 불가능하면 환자의 구강 내 혹은 우유

에 보관하여 이동한다. 우유는 치주세포의 생존력이 타액이나 물보다 우수하다. 치근 표면

의 이물질은 식염수를 이용하여 세척하며, 치조와 내에 부드럽게 위치시킨 후 2주 정도 고

정한다. 검사를 통해 치수변성이 발생하면 근관치료를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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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조골의 손상 
 

치조골의 손상은 주로 성인에서 전치부에 호발하며, 대개 다수의 치아가 포함되어 발생한

다. 또한 치조돌기의 골절과 함께 치아의 변위도 발생한다. 치료는 골조직의 골절과 동일하

며, 4주간의 고정 및 연조직에 대한 봉합과 교합면 삭제 등이 필요하다.  

 

치조와의 분쇄골절 

치조와의 분쇄골절과 함께 치아의 함입 및 측방 탈구가 발생한다. 

 

치조와벽의 골절 

순측과 설측의 치조와벽 골절이다.  

 

치조돌기의 골절 

치조돌기의 골절로 치조와를 포함하거나 또는 그 하방으로 일어나는 골절이다.  

 

악골의 골절 

하악골 골절 또는 상악골 골절이며, 통항 상악골 골절은 중안모 골절로 부르기도 한다.  

 

 

2.3. 자가치아 유래 골 이식술 

 

동 시술의 원리는 치아의 유기질(Type I collagen; Bone Morphogenetic Protein, BMP, 

Noncollagenous Proteins, NCP)과 무기질(Hydroxyapatite, HA; Tricalcium Phosphate, TCP 등)은 성

분, 함량이 자가골과 거의 동일하다는 것에 근거한다. 2004년부터 통용되는 탈회동종골의 

개념과 동일하게 치아의 유기질(콜라겐)과 무기질(HA)을 보존하여 이식재로 사용한다(신청

자 제출자료). 
 

동 시술에 사용되는 자가치아 뼈 이식재(AutoBT)는 무기질과 유기질을 모두 함유하고 있으

며 무기질의 주성분은 4가지 단계의 calcium phosphate를 포함하고 있다. 무기질 분석결과 

HA, TCP, Amorphous Calcium Phosphate(ACP), Octacalcium Phosphate(OCP)가 고루 분포되어 활

발한 광질대사(mineral metabolism)가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상아질에 존재하는 유기성

분의 약 90%는 교원섬유이며 광질화에 중요한 역할을 담당한다. 교원질은 주로 type I으로 

구성되어 있고 그 외의 유기성분은 non-collagenous proteins, carbohydrate, lipid, citrate, lactate, 

bone growth factor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김영균, 엄인웅 2011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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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1 시술방법 
  

① 치조골 결손을 가진 환자의 발치 예정인 치아를 발치한다. 

② 발치한 치아를 주)한국치아은행에 치아를 이식재로 사용하기 위한 처리를 의뢰하며, 공

정과정은 다음과 같다.  

(a) 환자로부터 발치된 치아를 크라운과 루트의 경계면에서 절단하는 단계; (b) 수평 절단

된 상기 크라운의 결손 부위와 연조직 및 치수조직을 제거하는 단계; (c) 상기 크라운 조

직을 급속 냉동한 후 분쇄하여 200㎛ 내지 1000㎛ 입자 크기의 파우더로 만드는 단계; (d) 

상기 파우더를 탈지하는 단계; (e) 상기 파우더를 탈회하는 단계 (h) 탈지 및 탈회된 상기 

파우더를 멸균을 포함하는 후처리(등록특허10-2011-0124500) 
 

1. 제 1 세척 : (C)의 파우더는 멸균증류수로 5 내지 10분 간 초음파로 세척,  

제 2 세척 : 과산화수소수로 10 내지 30분 간 초음파로 세척. 

2. 탈지: 클로로포름 메탄올 용액(1:1 부피)으로 3 내지 12시간 수행. 

3. 탈회: 파우더의 5 내지 10배 부피의 0.5N 염산으로 약 10분 내지 1시간 동안 수행. 

4. 탈수: 에틸알콜로 30분 내지 2시간 수행. 

5. 냉동 건조 및 멸균 

③ 처리된 치아(Powder, Block 형태)를 치조골 결손부위에 삽입한다. 

 

 

그림 2.1  자가치아 뼈 이식재 사용방법(신청자제출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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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2  자가치아 유래 골 이식술 방법(출처 : 김영균, 엄인웅 2011c) 

 

2.3.2 자가치아 뼈 이식재 유형 

 

분말형 골이식재  

자가치아 유래 골 이식술은 0.5~1mm, 1~2mm 입자 크기로 제조되어 공급된다. 0.5~1mm 크

기는 골유도 재생술 등에 사용하고 1~2mm 크기는 치조능 증대술이나 상악동 골이식술에 

사용할 수 있다. 치관 부분은 주로 무기질 성분으로 구성된 법랑질이 많은 부분을 차지하기 

때문에 골전도에 의한 치유성향을 보이고 흡수가 다소 늦은 특성을 갖는다. 반면, 치근 부

분은 상아질과 백악질로 구성되어 있어 유기질 성분이 많이 포함되어 있고 골유도 및 골전

도 기능을 발휘하고 치관 부분에 비해 흡수가 다소 빠른 양상을 보인다. 따라서 최근에 한

국치아은행에서 치관과 치근을 분리하여 분말형으로 제작하여 공급하고 있으며 술자가 임

상적 상황에 맞추어 선택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김영균 2011a). 

 

블록형 골이식재 

블록골은 입자형 골과 비교할 때 형태가 잘 유지되기 때문에 치조능 수평 혹은 수직 증대

술, 발치창재건술, 심미적 외형 회복, 상악동점막 천공부 수복, 골량이 부족한 부위에서 임

플란트 초기고정 증대 목적으로 유용하게 사용될 수 있다. 자가치아블록은 탈회건조된 상

태로 공급되기 때문에 시술전에 최소 15~30분간 생리식염수에 수화시킨 후 사용해야 한다. 

충분히 수화된 블록은 술자가 가위나 외과용칼을 이용하여 적절한 형태로 다듬기 수월하고 

탄력성과 유연성이 좋기 대문에 수용부에 잘 적합되고 고정하기 쉬운 장점이 있다(김영균 

2011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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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3  분말형 자가치아 뼈 이식재(출처 : 김영균 2011a) 

 

 

15분간 수화시킨 블록형 이식재 

그림 2.4  블록형 자가치아 뼈 이식재(출처 : 김영균 2011a) 

 

2.3.3 그간 경과 과정 
 

구 분 내  용 

2009년 5월 15일 

(최초신청) 

의료기관에서 “자가치아 뼈 이식재 이식술” 기술명으로 

신의료기술평가 신청됨 

제7차 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
(2009.7.24) 

문헌검색 결과, 동 기술과 관련된 문헌은 검색되지 않았

으며 신청자가 제출한 2편의 증례보고만 있었음. 따라서 

동 기술은 아직 안전성과 유효성을 판단할 만한 문헌적 

근거가 부족하므로 향후 관련된 자료가 축적된 후 재신청

토록 안내함 

제7차 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 

(2010.8.27)  

이후 2편의 연구가 추가되어 의료기관에서 신의료기술평

가 재신청되었으나, 관련문헌인 2편에서 추적기간이 짧아 

장기간의 효과를 확인할 수 없어 자가치아 뼈 이식술의 

안전성 및 유효성을 평가할 적절한 연구 결과가 부족하다

는 의견이었음. 따라서 동 기술은 아직 안전성과 유효성

을 판단할 만한 문헌적 근거가 부족하므로 향후 관련된 

자료가 축적된 후 재신청토록 안내함 

제9차 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
(2011.10.10) 

이후, 국내문헌 8편(증례연구 4편, 증례보고 4편)의 연구가 

추가되어 재신청 되었으나, 추적기간이 1년 미만의 증례

관찰로서 장기간의 효과를 확인할수 없으므로 동 시술의 

안전성 및 유효성을 평가할 적절한 연구결과가 부족한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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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내  용 

으로 평가되며, 현재 건강보험요양급여비용 목록에 등재

되어 있는 치조골 결손부 골이식술시 동종골, 이종골, 합

성골이식의 경우와 비교연구가 필요하다는 의견이었음. 

따라서 동 기술은 아직 안전성과 유효성을 판단할 만한 

문헌적 근거가 부족하므로 향후 관련된 자료가 축적된 후 

재신청토록 안내함(연구단계기술분류 I) 

2013년 12월 3일 이후 10편(국내)의 증례연구를 추가한 후 재신청 하였음 

 

2.3.4 자가치아 유래 골 이식술의 생체 적합성  

 

2.3.4.1 치아와 자가골 성분 분석  
 

자가치아 유래 골 이식술의 개발 배경은 현존하는 이식재 중 자가골과 동일한 기능을 보유

한 이식재는 없으며, 치아의 구성성분이 자가골과 동일하다는 점에서 시작되었다(신청자 제

출자료). 

 

표 2.1  자가골의 구성성분 및 기능(출처 : Ilser 2011) 

구성성분 기능 

Cell OsteoGenesisi(골형성) 

수산화인회석(hydroxyapatite, HA) OsteoConduction(골전도) 

Tpye I collagen Remodeling(골개조) 

Protein(BMP) OsteoInduction(골유도) 

 

표 2.2  이식재에 따른 구성성분(출처 : Ilser 2011) 

구성성분 
자가치아 유래 

골 이식재 

Geistlich 

이종골 

한스바이오메드  

동종골 

Cera Sorb 

합성골 

INFUSE BMP 

합성골 

HA ○ ○ ○ ○  

Tpye I 

collagen 
○    ○ 

BMP ○     

Protein ○  ○   ○ 

 

http://www.intechopen.com/books/editor/implant-dentistry-the-most-promising-discipline-of-dentistry
http://www.intechopen.com/books/editor/implant-dentistry-the-most-promising-discipline-of-dentist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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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5  자가골과 치아의 구성성분(출처 : Kumar 2011) 

 

자가치아 뼈 이식재의 무기질 및 단백질, BMP(골형성유도단백질) 성분 분석을 한 결과, 자

가치아 뼈 이식재의 성분과 자가골의 구성성분이 동일하다는 연구결과가 보고되었다. 한국

의 Kim 등(2011b)의 연구에서는 무기질을 Dispersive X-ray Spectroscopy을 통한 분석결과 자

가치아 뼈 이식제(AutoBT)는 저결정성 수산화인회석으로 구성되어 있고 인간 골조직 무기

질과 유사한 calcium phosphate 무기질을 가지는 것으로 보고하였으며, 5가지 단계(HA, TCP, 

OCP, ACP, Dicalcium phosphate dehydrate(DCPD))의 생물학적 인산칼슘이 존재하여 생체 내에 

이식될 경우 양호한 골개조가 이루어 질 수 있는데 자가치아 뼈 이식제(AutoBT)는 이러한 

calcium phosphate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고하였다. 저결정성 탄산 아파타이트일 경우 가

장 우수한 골전도 효과를 보이는 것으로 언급된 바 있다(김영균 2011c). 또한, 일본 훗카이

도 대학교에서 단백질 및 BMP 분석결과 자가치아 뼈 이식재의 성분과 자가골의 구성성분

이 동일함을 보고하였다(일본 국제심포지움 2011.12.11 자료). 

 

2.3.4.2 미세구조 및 육안구조 변경에 대한 연구결과 
 

Kim 등(2010)의 연구에서는 미세 상아질관의 확대와 치밀한 콜라젠의 성긴 구조 변화로 치

아내 골유도 단백질의 인체내 분비및 작용, 골개조가 용이한 미세구조로 변경되었음을 보

고하였고, Burg 등(2000)의 연구에서는 300~400 μm 지름의 다공형성으로 골형성 세포와 신

생골 형성을 위한 혈관 증식의 공간을 마련하는 육안구조로 변경되었음을 보고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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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6  다공형성을 통한 육안구조 변경(신청자 제출자료) 

 

 

그림 2.7  자가치아 뼈 이식재의 골유도 구조변경 과정(신청자 제출자료) 

 

2.3.4.3 생체내 또는 생체외의 생체 적합성 또는 안전성에 대한 근거 자료 

 

자가치아 뼈이식재는 근본적으로 자가이식재에 해당하므로 이에 대한 안전성은 탈회, 탈수, 

탈지 등과 관련된 처리 후 이식재 잔류 시약 등으로 인한 독성, 이물 반응 등이 있다. 이와 

관련하여 동 기술은 인체조직안전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로 안전성이 입증된 인체조직은

행의 동종골이식재의 처리방법과 동일한 과정을 적용하여 시술한다(American Association of 

Tissue Banks 2005).  
 

특히 인체조직 처리는 처리 약물과 소독제의 잔류량이 안전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미국 조직은행연합회 규정(American Association of Tissue Banks, 2005; 1. EO가스 소독 잔류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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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1.043 56 page 2. 동결 건조 후 잔여수분량 E1.065 59 page 3. 미생물 검사 K3.000 114 page)에 

따른 자가치아 이식재의 잔류량 검사(잔류 시약, 잔여 수분, 잔여 소독제)와 미생물 검사 및 

작업실 공기검사 결과를 다음과 같이 보고한바 있다(Kim et al 2014c). 

 

표 2.3  파우더형 및 블록형 자가치아 뼈 이식재 사용 3개월 후 분석결과(출처 : Kim et al 2014c) 

Sample List Range Average 

AutoBT + 

R.W.C 2.8~3.8% 3.40% 

R.R 4~19ppm 7.25ppm 

ECH 0~1mg/kg 0.25mg/kg 

ETO 0mg/kg 0mg/kg 

Root Form 

R.W.C 6.76~17.40% 10.80% 

R.R 0~48ppm 14.5ppm 

ECH 0~212mg/kg 53mg/kg 

ETO 0~24mg/kg 6mg/kg 

RWC, Remained Water Content; RR, Remained Reagent; ECH, ethylene chloride; ETO,ethylene oxide Auto 

BT-powder root form-block 

 

 

그림 2.8  이식 과정 후 무균시험에 대한 배양검사 결과(출처 : Kim et al 2014c) 
  

 

그림 2.9 작업실 공기검사 결과(출처 : Kim et al 2014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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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체외 안전성 및 생체 적합성을 보고한 박사학위 논문으로, 실험실에서 자가치아 뼈이식

재와 줄기 세포 배양 후 그 독성과 세포 부착 및 분화를 관찰하고 줄기세포의 증식과 Type 

I collagen 및 osteonectin, osteocalcin 등 골형성 지표를 확인한 바 있다(이효정 2011). 또한, 동 

시술에 이용되는 자가치아 뼈 이식제(AutoBT)는 조기에 흡수되지 않고 차단막으로서의 역

할을 적절히 수행하면서 골유도 및 골전도에 의한 골치유가 이루어지는 생체적합성이 있는 

재료로 언급된 바 있다(Kim et al 2014a). 
 

생체내 안전성 실험 논문으로서 누드 마우스 피하내 이식된 자가치아 뼈이식재의 안전성과 

신생골 유도를 보인 연구들이 보고되어 있다. Kim 등의 논문에서는 in vivo study(생체내)로서 

15마리의 누드 마우스를 대상으로 후방 피하 근육조직(dorsal subcutaneous muscular tissue)에 

자가치아 뼈 이식제(AutoBT)를 이식한 결과, 2주후 조직학적 검사 결과에서 새로운 골형성

을 보고하였다(Kim et al 2013b). 
 

그 외 생체적합성 또는 안전성에 대한 근거를 여러 연구에서 보고하였다.  

  

2.3.4.4 자가치아 뼈 이식재의 유기질 성분 변화를 처리 전과 후 비교분석 자료 

 

전술한 바와 같이 치아의 상아질의 성분과 치조골의 성분이 매우 유사하여, 인체조직은행

의 동종골 처리 방법을 원용한 것이므로, 치아의 유기질 중 기존의 콜라젠 성분을 보존하고, 

탈지 및 탈수하여 골형성에 관여하는 비교원성 단백질(non-collagenous protein)을 보존하는 

것이다. 즉, 처리된 이식재의 콜라젠과 비교원성 단백질이 골유도능의 이식재의 핵심이므로 

18%(무게비)를 차지하는 콜라젠은 처리 후 잘 보존되어 골유도와 전도 작용을 하는 matrix 

scaffold 역할을 한다는 것은 Urist 등에 의해 이미 입증된 사실을 증명하는 연구가 보고된 

바 있으며(Murata 2012), 2%(무게비)를 차지하는 비교원성 단백질로 BMP, TGF-β, IGF, bFGF, 

OCN, OPN 등이 존재하여 골형성을 돕는다는 연구결과도 발표된 바 있다(Murata 2013).  
 

생체내 누드 마우스 실험 연구 결과로서, 자가치아 뼈 이식재 처리 후 조직학적 검사결과 2

주 후 시점에서 새로운 콜라겐 구조가 형성되었음을 보고하였으며, Bradford assay 분석결과, 

처리 후 Root portion 0.29%(2.89mg/g), Crown portion 0.02%(0.03mg/g), Block-form(블록) 

1.79%(17.93mg/g)의 비교원성 단백질이 파우더와 블록에 각각 존재하였음을 보고하였다

(Kim et al 2013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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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자가치아 뼈 이식재(AutoBT) 파우더 이식 2주 후 시점에서 나타난 new lining cell 조직학적 검사결

과; (B) 새로이 형성된 osteoids; (C) 이식 5주 후 시점에 나타난 AutoBT 주변부 cartilaginous structure; 

(D) 이식 8주 후 시점에 나타난 연골내골화; (E) 층판골 형성(lamellar bone formation) (A-E: H&E, 

X200) 

그림 2.10  자가치아 뼈 이식 후 확인된 골형성 구조(출처 : Kim et al 2013d) 
 

처리된 자가치아 뼈 이식재(분말 및 블록)에 유기질 성분이 잔존하고 있다는 근거를 밝힌 

연구들과 자가치아 뼈 이식재의 in vitro 또는 동물실험 연구가 보고된바 있다(Murata 2013; 

Kim et al 2013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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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현존하는 의료기술 

 

구강악안면 부위에서 발생한 낭종, 골절, 종양 등으로 인한 골결손 및 임플란트 식립 시 발

생하는 골결손부에 대한 골이식의 필요성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특히 경조직 결손

부 수복을 위한 다양한 재료들이 임상에서 사용되고 있으며, 자가골이 가장 골형성 효과가 

우수하고 생체적 합성이 있는 재료로 알려져 있으나 채취량에 한계가 있고 공여부 에 2차

적으로 수술과 통증이 있다는 단점이 있다. 또한 동종골과 이종골은 비싼 가격 및 감염 전

파에 대한 불안감이 있으며 합성골은 골형성 및 골유도 능력이 전혀 없다는 단점이 있다

(김경욱 2013). 
 

골결손량이 큰 부위의 재건이나 치조능증대술과 같이 많은 양의 골증대량이 필요한 경우엔 

자가골 이식이 가장 좋은 결과를 보인다. 자가골은 장골, 늑골, 경골과 같은 연골내골

(endochondral bone)과 두개골, 안면골과 같은 막내골에서 채취할 수 있다. 연골내골은 이식 

후 흡수량이 많고 공여부에 이차 손상을 유발하는 단점 때문에 사용에 제한을 받고 있다. 

반면 막내골 이식은 조기 재혈관화가 이루어지며 흡수가 늦어 자신의 골 체적을 잘 유지하

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von Arx et al 2006). 자가골의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 개발된 동종골, 이

종골, 합성골 등은 생활력 있는 골조직을 재생시 켜야 하는 경우, 즉 골벽이 없는 상태에서 

수직 혹은 수평적으로 치조골을 증대시킬 경우엔 단독으로 사용하는 것은 추천되지 않는 

것으로 보고된 바있다(Zerbo et al 2003; Zitzmann et al 2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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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평가 방법 

 

 

3.1 개요 

 

자가치아 유래 골 이식술의 안전성 및 유효성 평가는 아래와 같은 방법으로 수행하였다. 모

든 평가 방법은 동 검사의 평가 목적을 고려, 「자가치아 유래 골 이식술 소위원회(이하 

‘소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확정하였다.  

 

 

3.2 문헌 검색 데이터베이스 

 

문헌은 현재 가용할 수 있는 데이터베이스의 범위 내에서 국내와 국외로 나누어 수행하였

다. 사용된 데이터베이스는 다음과 같으며 각 데이터베이스의 검색 내역은 부록 3 문헌 검

색 현황에 자세히 기술하였다. 

 

3.2.1 국내 
 

국내 문헌 검색은 아래에 기술된 8개의 인터넷 검색 데이터베이스를 이용하였다. 이외에도 

국가전자도서관 및 의학학술지종합정보시스템(MEDLIS) 등의 국내 문헌정보 데이터베이스

가 있으나 국립중앙도서관이나 국회도서관과 한국교육학술정보원 등과 동일한 데이터베이

스를 공유하고 있어 중복 검색되므로 사전에 데이터베이스별 특성을 파악하고 제외하였다. 

일차 검색일은 2014년 3월 16일이었으며, 이후 데이터베이스별 특성을 파악하여 사용할 검

색어를 확정하고, 2014년 11월 18일에 최종 검색을 완료하였다.  

 

  코리아메드 http://www.koreamed.org 1997년부터 현재 

  국립중앙도서관 http://www.nl.go.kr  

  국회도서관 http://www.nanet.go.kr  

  한국교육학술정보원 http://www.riss4u.net  

  학술데이터베이스검색 http://kiss.kstudy.com  

  과학기술학회마을(KISTI) http://society.kisti.re.kr  

  한국의학논문데이터베이스 http://kmbase.medric.or.kr  

  국가자료공동목록시스템 http://www.nl.go.kr/koli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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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2 국외 

 

국외 문헌 검색은 Ovid-MEDLINE, Ovid-EMBASE, Cochrane library 및 국외 의료기술평가기구 

홈페이지를 이용하였다. 검색어 선정 및 문헌 검색 전략을 구축하기 위한 일차 검색은 2014

년 3월 16일에 이루어졌다. 일반적으로 SIGN에서 체계적 문헌고찰의 문헌 검색 범위를 

MEDLINE과 EMBASE 및 Cochrane Library을 기본요건으로 보고 있어 일차적으로 이를 수

행하였다. 이후 제2차 소위원회에서 심의되었던 검색어를 활용하여 2014년 10월 14일에 최

종 검색을 완료하였다. 검색된 일차 및 이차 데이터베이스는 다음과 같다. 

 

일차 데이터베이스 

  Ovid-MEDLINE http://ovidsp.tx.ovid.com 1946년부터 현재 

  Ovid-EMBASE http://ovidsp.tx.ovid.com 1980년부터 현재 

 

이차 데이터베이스 

▪  Cochrane Library database 

   － The Cochrane Database of Systematic Reviews 

   － Database of Abstracts of Reviews of Effects 

   － The Cochrane Central Register of Controlled Trials 

   － Health Technology Assessment Database 

▪  Adelaide Health Technology Assessment (AHTA, Australia) 

▪  Agence d É́valuation des Technologies et des Modes d Íntervention en Santé (AETMIS, Canada) 

▪  Agency for Health Research Quality (AHRQ, USA) 

▪  Australian Safety and Efficacy Register of New Interventional Procedures – Surgical (ASERNIP-S, 

Australia) 

▪  Belgian Health Care Knowledge Centre (KCE, Belgium) 

▪  Canadian Agency for Drugs and Technologies in Health (CADTH (formerly CCOHTA), Canada) 

▪  Catalan Agency for Health Information, Assessment and Quality (CAHIAQ (formerly CAHTA), 

Spain) 

▪  Center for Reviews and Dissemination (CRD, UK) 

▪  ClinicalTrials.gov (National Institute of Health (NIH), USA) 

▪  Comité d'Evaluation et de Diffusion des Innovations Technologiques Assistance Publique Hôpitaux de 

Paris (CEDIT, France) 

▪  Danish Centre for Evaluation and HTA (DACEHTA, Denmark) 

▪  Gezondheidsraad (GR, The Netherlands) 

▪  Haute Autorité de Santé (HAS, France) 

▪  Health Information and Quality Authority (HIQA, Irela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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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ealth Services Assessment Collaboration (HSAC, New Zealand) 

▪  HTA & Health Services Research (HTA-HSR/DHTA, Denmark) 

▪  Institut für Qualität und Wirtschaftlichkeit im Gesundheitswesen (IQWiG, Germany) 

▪  Institute of Health Economics (IHE, Canada) 

▪  International Network of Agencies for Health Technology Assessment (INAHTA, International) 

▪  Ludwig Boltzmann Institut für Health Technology Assessment (LBI of HTA, Austria) 

▪  Medical Advisory Secretariat, Ontario Ministry of Health and Long-Term Care (MAS, Canada) 

▪  Medical Services Advisory Committee (MSAC, Australia) 

▪  National Horizon Scanning Centre (NHSC, UK) 

▪  National Institute for Health and Clinical Excellence (NICE, UK) 

▪  National Horizon Scanning Centre (NHSC, UK) 

▪  NIHR (National Institute for Health Research) Coordinating Centre for Health Technology 

Assessment (NETSCC, UK) 

▪  Quality Improvement Scotland (NHS QIS, UK) 

▪  Swedish Council on Technology Assessment in Health Care (SBU, Sweden) 

▪  The Medical and Health Research Council of The Netherlands (ZonMw, The Netherlands) 

▪  VA Technology Assessment Program (VATAP, USA) 

 

 

3.3 문헌 검색 전략 

 

문헌 검색에 사용된 검색어는 PICO 형식에 의해 그 범위를 보다 명확히 하여 초안을 작성

한 후 제2차 소위원회 심의를 거쳐 확정하였다.  

 

3.3.1 PICO 
 

PICO와 그 세부 내용의 선정은 충분한 의견 수렴 과정을 거치기 위해 다음과 같은 방법으

로 수행하였다. 우선 관련 문헌 검색을 통해 PICO의 초안을 마련하여 제2차 소위원회에서 

논의한 후 수정된 의견에 대한 합의를 도출하여 그 내역을 확정하였다. 

 

대상환자(patients) 

▪  치조골 결손 환자 

 

중재시술(intervention) 

▪  자가치아 유래 골 이식술 

- 골유도재생술(Guided Bony Regener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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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치조능 증대술 

- 치조능 수직 및 수평증대술 

- 자가치아 이식술 

 

비교시술(comparators) 

▪ 치조골결손부 골이식술  

- 동종골, 이종골, 합성골 이식재 

 

의료결과(outcomes) 

▪  안전성 

- 시술 관련 부작용 또는 합병증  

- 시술 후 합병증 

· 합병증사례 

 주합병증: 열개창, 혈종 

 부합병증: 감염, 통증 

▪  유효성 

- 시술 성공률(success rate) 

· 이식 성공률:  

- 성공률 정의: 임플란트 생존율 또는 골유착 성공여부 

· 조직병리학적 결과(histological examination): 새로운 뼈 형성 여부 확인 

· 방사선학적 결과(radiologic evaluation): 골 이식재 흡수율 등 

- 임플란트 안정성 지수(Implant Stability Quotient, ISQ) 

 

3.3.2 검색어 
 

국내∙외 각 데이터베이스의 특성을 고려하여 사용한 검색어는 부록 3 문헌 검색 현황에 자

세히 기술하였다. 

 

국내 

국내 문헌 검색 데이터베이스는 검색기능이 논문의 제목, 발행처나 주제어 등으로 간단하

여 연구문제에 맞는 문헌을 검색하는데 어려움이 있었다. 따라서 민감하지 못한 검색어 사

용으로 필요한 문헌이 검색되지 않는 문제를 방지하기 위해 주 중재시술인 ‘자가치아 뼈 

이식술’ 초점을 맞추어 검색용어를 선정하고, 이후 검색된 문헌을 읽고 평가 목적에 맞지 

않는 문헌을 수작업으로 제외하였다.  
 

사용된 검색어는 ‘자가치아 뼈 이식술’ 등이었으며 일부분에 한정된 검색보다는 전체 또는 

통합기능을 이용하여 광범위하게 검색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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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외 

국외 데이터베이스는 검색어를 다양하게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각 데이터베이스별 특성에 

따라 PICO 내역을 고려하여 검색어를 선정하였으며, 부록 2에 데이터베이스에 따라 PICO 

형식을 중심으로 검색한 자료를 기술하였다. 1차 검색시 관련 문헌들을 중심으로 문헌에서 

사용한 용어들을 참고하여 최대한 관련 문헌을 검색할 수 있는 검색어를 선정하였다. 최종 

검색어는 제2차 소위원회를 통해 결정하였다.  

 

3.3.3 출판 형태 
 

문헌은 각 학술지의 심의기준에 따라 동료 심사(peer-reviewed)를 거쳐 공식적으로 게재된

(published) 경우만 포함하였다. 출판 비뚤림(publication bias)을 최소화하기 위해 회색문헌

(grey literature)의 포함여부(예; 학술대회 발표 초록)도 소위원회에서 논의되었다. 그러나 국

내의 경우 학위논문과 이를 학술지에 발표한 논문이 동시 검색될 경우 참고문헌의 접근 가

용성을 고려, 학술지에 발표된 논문을 우선 선정하였다.  

 

3.3.4 연구 유형 
 

자가치아 유래 골 이식술은 중재(intervention)로서, 동 기술의 평가 목적은 안전성과 유효성

에 있어 동 시술에 의한 의료결과에의 영향을 평가하는 것이다. 이는 중재법에 대한 평가이

며, 이러한 평가의 주요 특성은 해당 중재를 수행한 실험군과 이를 수행하지 않은 대조군의 

비교를 통해 해당 중재의 이점(benefit)을 검증하는 것이므로 연구 유형의 선택은 NHMRC의 

권고(How to review the evidence; NHMRC, 1999)에 따라 체계적 문헌고찰, 무작위 임상시험 연

구까지 포함하였으며, 이외 코호트 연구, 환자-대조군 연구, 증례 연구 및 증례 보고까지 포

함하는 것으로 제2차 소위원회에서 논의하였다. 이외 비록 평가를 위한 문헌으로 선택되지

는 않았으나 학위논문 및 학술지 등에 게재된 문헌 중 의학 종설, 사설 등은 평가 배경에 

근거로 활용하였다.  

 

3.3.5 언어의 제한 
 

문헌을 검색하는 과정에서는 언어를 제한하지 않았다. 비록 영어권이 아닌 나라의 학술지

라도 영어로 쓰여 지기도 하며, 또한 평가 자체에는 포함하지 않으나 다소 번거롭더라도 동 

검사에 대한 국가별 관심도나 평가 배경 등에 활용할 수 있는 문헌들을 전반적으로 파악하

기 위함이었다. 이후 검색된 논문을 선택하는 과정에서 연구 현실을 고려, 한국어나 영어, 

일본어로 기술된 문헌으로 국한하였다.  
 

선택기준에는 적합하나 단지 언어적 제한에 의해 해당 문헌을 배제할 경우 단지 학술지를 

중심으로만 수행하면 어떤 논문은(예를 들어, 해당 학술지는 독어로 되어 있을지라도) 영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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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쓰여 지는 경우가 있어 오류를 범할 수 있는 바, 검색된 데이터베이스별로 각각의 문헌

을 일일이 찾아 원문에 사용된 언어를 확인하고 적용하였다.  

 

3.3.6 문헌 선택 기준 
 

문헌 선택 기준은 제2차 소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하였다. 자가치아 유래 골 이식술의 

평가를 위한 문헌선택기준은 다음과 같다.  

 

선택 기준(inclusion criteria) 

▪  치조골 결손 환자를 대상으로 수행된 연구 

▪  자가치아 유래 골 이식술을 수행한 연구(자가치아 뼈 이식재 처리 과정이 언급되어 있고 

처리 과정이 동일한  연구) 

▪  적절한 의료결과가 하나 이상 보고된 연구 

 

배제 기준(exclusion criteria) 

▪  동물실험(non-human) 및 전임상시험 연구(pre-clinical studies) 

▪  원저(original article)가 아닌 연구(abstract, on-systematic reviews, editorial, letter, comment, 

opinion pieces, review, guideline, note, news article, etc.) 

▪  한국어 및 영어, 일본어로 출판되지 않은 연구 

 

3.3.7 문헌선택과정 
 

본 평가의 목적에 적합한 문헌을 선택하기 위한 방법은 두 가지로 구분하여 기술하였다. 이 

과정은 문헌검색이 완료된 시점에서 자료추출 수행하는 기간까지 반복적으로 지속되었다. 

문헌검색 전략에 의해 검색된 문헌은 총 935편(국외 916편, 국내 19편)이었다. 이후 12편의 

연구(국내 4편: Ahn et al 2013; Jeong et al 2013; 황홍준 등 2012; 김수관 등 2011; 국외 8편: 

Chang et al 2014; Jun et al 2014(게재 예정); Kabir et al 2014; Kim et al 2014(게재 예정); Kim et al 

2014b; Um&Acosta 2014; Kim et al 2013c; Lee et al 2013a)가 수기검색으로 추가되어 검색문헌은 

총 948편이었다.  

 

중복검색된 문헌 색인 

문헌선택에서 첫 번째 과정은 각 데이터베이스에서 검색된 문헌의 중복여부를 색인하는 일

이었다. 데이터베이스별로 소장된 학술지 및 문헌 등이 중복되며, 경우에 따라서는 동일 데

이터베이스 내에서도 중복 검색되기 때문이다. 
 

국내 데이터베이스는 KoreaMed를 제외하고는 초록을 별도 저장하는 기능이 없으며, Korea-

Med도 단지 텍스트 파일로만 저장되므로 중복검색된 문헌을 색인하기 위해서는 제목,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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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출판년도, 잡지명, 권(호), 페이지로 구분하여 엑셀 프로그램을 이용, 일일이 검색된 문

헌을 입력하였고 또한 각 문헌의 정보를 찾아 영문을 국문으로 변환하였다. 국회도서관의 

경우는 저자 등의 문헌 정보를 텍스트나 엑셀 프로그램으로 다운로드 할 수 있는 기능이 

추가되었지만 수록지명에 잡지명, 권(호), 페이지가 한꺼번에 입력되어 있어 분리하여 입력

하였다. 이외의 데이터베이스는 모두 검색된 문헌을 인쇄한 후 일일이 입력하였다.  
 

국외 데이터베이스는 Reference Manager(RM)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우선 중복여부를 조사하

였다. RM 프로그램에서 ‘batch duplicate search’ 기능을 이용하여 제목, 제1저자, 출판년도, 권, 

첫 페이지로 선택조건을 주고 중복을 색인하였다. 대부분 이를 통해 중복 문헌이 색인되나 

Ovid-MEDLINE이나 Ovid-EMBASE에서 동일한 논문이라도 제목을 기술한 방법이 다소 다

르거나 제1저자의 이름이 중간이름(middle name)까지 표기된 경우 중복으로 색인되지 않아 

제목과 저자를 알파벳 순으로 정렬하여 일부 수작업을 병행하였다. 또한 극히 일부의 경우

이긴 하나 출판년도가 잘못 입력된 경우도 있어 중복여부 색인은 자료추출 전 단계까지 지

속되었다.  
 

자가치아 유래 골 이식술과 관련하여 검색된 문헌 총 947편 중 중복 색인된 문헌은 총 389

편(41.1%)이었다. 

 

문헌선택기준에 따른 추출과정 

문헌선택기준에 따른 추출과정은 크게 2단계로 구분할 수 있으나 사실 세부적으로 자료추

출이 완료되는 시점까지 수 차례 반복적으로 진행되었다.  
 

1차적으로 검색된 문헌 총 947편 중에서 단순히 중복 제거시킨 후 389편이 제거된 최종 

558개 문헌에 대하여, 2차적으로 제목과 초록을 중심으로 2명의 평가자(evaluator)가 각각 독

립적으로 문헌선택기준에 따라 수행하였다. 초록 내용만으로 문헌선택이 어려운 경우는 웹

사이트를 통해 그 문헌의 정보를 얻거나 우선 배제하지 않고 전문(full text)을 포함하는 방법

을 택하였으며, 웹사이트를 통해 쉽게 전문을 접할 수 없는 경우는 전문을 찾을 때까지 결

정을 보류하였다. 
 

중복 제거된 총 558개 문헌 중 초록과 전문을 이용한 문헌선택에서 529개(94.8%)가 배제되

었다. 이 중 평가자간 이견을 보인 경우는 1건(0.2%)이었으나 모두 평가자 회의를 통해 합

의하 중재되었다.  
 

최종적으로 선택기준에 따라 배제된 논문은 총 529개(94.8%)이었으며, 자가치아 뼈 이식술

에 선택된 문헌은 총 29편이었다(그림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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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헌검색전략에 의거         

검색된 문헌                  

(n = 935개) 

 

검색된 전체 문헌 (n = 935)  

국내 (n = 19, 국외 (n = 916)    

※ 국외 : Ovid-MEDLINE 401, Ovid-EMBASE 515 

 

  

  
추가 : 수기 검색 문헌 (n = 12)     

       국내 (n = 4), 국외 (n = 8) 

   

 

 
제거 : 중복 검색된 문헌 (n = 389)       

      국내 (n = 0), 국외 (n = 389) 

중복 검색이 제거된 문헌             

(n = 558) 
 국내 (n = 23), 국외 (n = 535) 

  
제거 : 동물 실험 및 전임상시험연구        

      (n = 74)  

인간대상 문헌  

(n = 484) 
 국내 (n = 23), 국외 (n = 461) 

  
제거 : 원저(original)가 아닌 연구  

      (n = 70) 

원저인 문헌 

 (n = 414) 
 국내 (n = 23), 국외 (n = 391) 

  
제거 : 한국어, 영어, 일본어로 출판되지 않은 연구 

      (n = 85) 

 한국어∙영어 문헌  

(n = 329) 
 국내 (n = 23), 국외 (n = 306) 

 

 
제거 : 치조골 결손 환자를 대상으로 하지 않은 연구  

(n = 27) 

치조골 결손 환자를 대상으

로한 연구 (n = 302) 
 국내 (n = 23), 국외 (n = 279) 

  
제거 : 자가치아 유래 골 이식술이 수행되지 않은 연

구 (n = 269) 

자가치아 유래 골 이식술이 

수행된 연구 (n = 33)                         
 국내 (n = 20), 국외 (n = 13) 

  
제거 : 적절한 의료결과가 보고되지 않은 연구  

(n = 4) 

자가치아 유래 골 이식술의 

평가에 선택된 문헌 

(n = 29) 

 
총 배제논문(n = 529: 국내 4, 국외 525) 

총 선택논문(n = 29: 국내 19, 국외 10) 

그림 3.1  문헌검색전략에 따라 자가치아 유래 골 이식술의 평가에 선택된 문헌 

 

 

3.4 문헌의 질 평가 

 

선택된 문헌의 질 평가 도구는 SIGN(Scottish Intercollegiate Guidelines Network)의 ‘방법론 점

검표(Methodology Checklist; 2006년 1월)’를 채택하였다. 논문의 내적 및 외적 타당도를 평가

하는 도구는 다양하나 각 질 평가 도구들의 평가 기준 및 내용을 종합 분석한 보건의료 연

구 및 질 관리 기구(Agency for Healthcare Research and Quality, AHRQ)의 ‘과학적 근거의 강도

를 평가하는 체계(West et al 2002)’를 참고하여 질 평가 도구를 일부 수정, 보완하였으며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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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은 제2차 소위원회에서 확정하였다.  

 

3.4.1 질 평가 도구 
 

SIGN의 질 평가 도구는 연구 유형에 따라 6가지 종류 즉, 체계적 문헌고찰과 메타분석 연

구, 무작위 임상시험 연구, 코호트 연구, 환자-대조군 연구, 진단법 평가 연구, 경제성 평가 

연구로 구분되어 있으나 2004년 신의료기술 시범평가에서부터 SIGN과의 합의 하에 비무작

위 임상시험 연구(quasi-experimental studies), 비교관찰 연구(observational study)의 질 평가 도

구를 일부 수정, 추가하여 사용하고 있다. 연구 유형별 질 평가 도구는 부록 4에 그 내용을 

제시하였다.  

 

3.4.2 질 평가 판정 
 

질 평가 판정은 SIGN의 질 평가 판정 기준으로 시행하였다. SIGN의 질 평가 판정 기준은 

표 3.1과 같다. 제3차 소위원회에서는 선택된 문헌 중 코호트 연구에 대하여 Kim 등 2014b

의 연구에서는 상악동 골이식술에 있어서 잔존한 뼈가 얼마나 있느냐 하는 것이 임상적으

로 가장 중요한 변수로서 기저시점에서의 평균 골 높이(mean initial bone height)에 두 군간 차

이가 없음을 보고하고 있어 2‘+’로 평가하는 것으로 심의하였고, Jeong 등 2014, 이지영 등 

2011의 연구는 군간 동질성 여부, 혼란변수 통제 등에 대한 근거를 제시하지 않아 2‘−’로 

평가하는 것으로 심의하였다.  
 

또한, 제4차 소위원회에서는 Jun 등 2014의 연구는 무작위 임상시험 연구로서 1‘+’로 평가

하는 것으로 심의하였다. 이에 제11차 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에서(2014.12.26)는 무작위 임상

시험 연구 1편에서 무작위 방법에 대한 근거가 불확실하여 질평가 결과를 1–로 수정하는 

것으로 심의하였다.  

 

표 3.1  질 평가 판정 기준 

++ 
거의 모든 또는 모든 기준이 충족됨. 연구나 검토의 미 충족된 부분으로 인해 

연구의 결론이 바뀌지 않을 것으로 확신될 경우 
  

＋ 
몇 가지 기준이 충족됨. 부적절하거나 미 충족된 부분으로 인해 연구의 결론이 

바뀌지 않을 것으로 생각되는 경우 
  

－ 
거의 모든 또는 모든 기준이 충족되지 않음. 부적절하거나 미 충족된 부분으로 

인해 연구의 결론이 바뀔 것으로 생각되는 경우 

 

3.4.3 근거의 수준 
 

문헌의 질 평가 결과에 따른 근거의 수준은 SIGN에서 제시된 자료를 그대로 사용하되, 이

전 시범평가와 같이 비무작위 임상시험은 ‘1＋’ 이하에서, 진단법 평가연구는 환자-대조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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및 코호트 연구와 동일하게 추가하였으며, 기타 연구는 3등급 비분석적 연구에 포함하였다. 

 

표 3.2  근거의 수준 

1++ •  무작위 임상시험으로 수행된 높은 질의 메타분석과 체계적 문헌고찰 

 •  비뚤림(bias)의 위험이 매우 낮은 무작위 임상시험 

1+ •  무작위 임상시험 또는 비무작위 임상시험으로 잘 수행된 메타분석과 체계적 문헌고찰 

 •  비뚤림(bias)의 위험이 낮은 무작위 임상시험 또는 비무작위 임상시험 

1– •  무작위 임상시험 또는 비무작위 임상시험으로 수행된 메타분석과 체계적 문헌고찰 

 •  비뚤림(bias)의 위험이 높은 무작위 임상시험 또는 비무작위 임상시험 

2++ •  환자-대조군 또는 코호트 연구 및 진단법 평가 연구로 수행된 높은 질의 체계적 문헌 

고찰 

 •  혼동(confounding)이나 비뚤림 및 우연성의 위험이 매우 낮거나 인과 관계에 대한 높은 

확률을 가진 높은 질의 환자-대조군 또는 코호트 연구 및 비교 연구 

2+ •  혼동이나 비뚤림 및 우연성의 위험이 낮거나 인과 관계에 대한 보통의 확률을 가진 높

은 질의 환자-대조군 또는 코호트 연구 및 비교 연구 

2– •  혼동이나 비뚤림 및 우연성의 위험이 매우 높거나 인과 관계가 없는 상당한 위험을 가

진 환자-대조군 또는 코호트 연구 및 비교 연구 

3 •  비분석적 연구 (예: 전후 연구, 증례 연구, 증례 보고) 

4 •  전문가 의견 

 

3.4.4 권고의 등급 
 

본 평가에 사용된 근거의 수준에 따른 권고의 등급은 표 3.3과 같다.  

 

표 3.3  권고의 등급 

A •  메타분석 및 체계적 문헌고찰 또는 1++의 무작위 임상시험 연구가 최소 하나 이상이고, 

표적 모집단에 직접 적용 가능한 경우 

 •  주로 1+의 연구로 구성된 근거이고, 직접 표적 모집단에 적용할 수 있으며, 결과가 전반

적으로 일관성을 보이는 경우 

B •  2++의 연구로 구성된 근거이고, 직접 표적 모집단에 적용할 수 있으며, 결과가 전반적

으로 일관성을 보이는 경우 

 •  1++나 1+의 평점을 받은 연구로부터 추정된 근거인 경우 

C •  2+의 연구로 수정된 근거이고, 직접 표적 모집단에 적용할 수 있으며, 결과가 전반적으

로 일관성을 보이는 경우 

 •  2++의 평점을 받은 연구로부터 추정된 근거인 경우 

D •  근거의 수준 3 또는 4에 해당되거나 

 •  2+의 평점을 받은 연구로부터 추정된 근거인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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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5 연구단계 의료기술 등급 
 

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에서는 임상문헌이 부족한 연구단계의 의료기술 중 잠재적 발전가능

성 및 대체기술 여부 등을 고려하여 아래와 같이 3등급으로 분류한다. 

 

표 3.4  조기기술 및 연구단계 의료기술 등급 부여 기준 

분류 의료기술 

I 등급  임상도입시 잠재적 이익이 크지 않은 경우 

II 등급 II-a등급 대체기술은 존재하나, 임상도입시 잠재적 이익이 큰 의료기술로 임상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II-b등급 대체기술이 없는 의료기술, 또는 희귀질환 치료(검사)방법으로 남용의 소지가 

없는 의료기술로 임상지원이나 시급한 임상도입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3.5 자료추출 

 

평가에 포함된 문헌의 자료추출 과정은 여러 번 반복되었다. 평가에 필요한 모든 자료를 추

출하기 위하여 기본 서식을 작성하여 시범적으로 수행하였고, 자료추출에 대한 내용은 제2

차 소위원회의 자문을 통한 위원들의 의견을 반영하여 최종 자료추출 과정을 수행하였다. 

일반적으로 2명의 평가자가 독립적으로 자료 추출을 한 후 일치성을 확인하도록 되어 있으

나, 1명이 수행함에 따라 오류 발생을 막기 위해 시간 간격을 두고 수회에 걸쳐 자료추출을 

반복하였다.  
 

또한 제3차 소위원회에서는 증례 보고의 경우 유효성에 대한 의료결과는 배제하고 안전성

에 대한 의료결과만 자료추출하는 것으로 심의하였으며, 자가치아 뼈 이식제(AutoBT)에 대

한 내용만 자료추출 하고 기타 골 이식재와 의료결과가 혼합된 경우 자가치아 뼈 이식제

(AutoBT)를 사용한 결과와 분류가 불가능한 경우 적절한 의료결과가 아닌것으로 배제하는 

것으로 심의하였다.   
 

1차 자료추출은 2명의 평가자가 각각 독립적으로 수행하였으며, 이후 실무회의를 통해 나

타난 문제점을 토의하고 재차 자료 추출 과정을 수행하였다.  

 

 

3.6 위원회 운영 

 

3.6.1 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 
 

평가대상여부 심의 

자가치아 유래 골 이식술에 대하여 2014년 제1차 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2014.1.24)는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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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여부를 심의하였다. 동 위원회에서는 동 기술이 현재 건강보험요양급여비용 목록에 등

재되어있지 않아 안전성 및 유효성에 대한 평가가 필요한 신의료기술로 판단하였다. 또한 

평가방법은 체계적 문헌고찰로 치주과 1인, 구강악안면외과 1인, 근거중심의학 1인, 생체의

공학 전문의 1인으로 구성된 소위원회에서 평가하도록 심의하였다.  

 

소위원회 검토결과 최종심의 

이후 소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자가치아 유래 골 이식술의 안전성∙유효성 평가에 대한 검토 

결과는 2014년 제11차 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2014.12.26)에 상정되어 최종심의하였다.  

 

3.6.2 소위원회 
 

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의 심의결정에 따라 동 기술에 대한 객관적이고 공정한 평가를 위해 

소위원회를 구성하였다. 소위원회는 치주과 1인, 구강악안면외과 1인, 근거중심의학 1인, 생

체의공학 전문의 1인으로 구성되었다.  
 

소위원회는 모두 4회 개최되었으며, 위원들은 평가계획서 작성부터 PICO 형식에 의한 검색

어 선정, 선택 및 배제기준 등 모든 부분에 참여하여 객관적인 전문가 자문을 수행하였으며 

선택된 문헌에 근거한 평가결과를 토대로 자가치아 유래 골 이식술의 안전성 및 유효성에 

대한 소위원회의 검토결과를 작성하여 2014년 제11차 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2014.12.26)에 

상정하였다.  
 

위원회 운영에 대한 세부사항은 부록 1 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 및 부록 2 소위원회에 자세

히 기술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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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평가 결과 

 

 

4.1 개요 

 

본 평가의 목적은 자가치아 유래 골 이식술의 안전성 및 유효성을 평가하는 것이다. 동 시

술의 안전성과 유효성을 평가하기 위해 체계적 문헌고찰을 수행하여 종합적으로 분석하였

다.  
 

자가치아 유래 골 이식술 소위원회에서는 상기 내용을 토대로 동 검사의 안전성·유효성에 

대한 검토결과를 제출하고, 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평가 결과를 하였다. 
 

자가치아 유래 골 이식술의 평가에 이용된 문헌은 총 29편(국내 19편, 국외 10편)이었다. 연

구 유형은 무작위 임상시험연구, 코호트 연구, 증례연구, 증례보고였으며, 연구 장소는 한국, 

일본 등이었다. 연구대상은 치조골 결손환자로 골 이식재를 이용한 시술 방법은 다양하게 

보고되었다.  
 

평가에 선택된 문헌은 연구 유형, 출판년도, 제1저자 성명의 가나다/알파벳순으로 정리하여 

제시하였다(표 4.1). 

 

표 4.1  평가에 선택된 문헌  

연 

번 

연구 

유형 

출판

년도 
저자 

연구

장소 

연구     

대상     

(명) 

시술 방법(명) 골 이식재 
근거 

수준 

1 

무작위 

임상시

험연구 

(게재

예정) 

2014 Jun26) 한국 

상악동 후방 

잔존 골 

높이 5mm 

미만 환자 

(38) 

상악동 골시익술 

대조군: 

이종골(BioOss) 

실험군: 자가치아 뼈 

이식재(AutoBT) 

1– 

2 
코호트 

연구 
2014b Kim28) 한국 - 

상악동 거상술 + 

임플란트 식립 

1군: 자가치아 뼈 

이식재(AutoBT) 
2+ 

2군: 합성골 

이식재(Osteon) 

3 
코호트 

연구 
2014 Jeong23) 한국 

상악동 

골이식 환자 

(26) 

상악동 골이식술 

(30례) 

1군: 자가치아 뼈 

이식재(AutoBT) 
2– 

2군: 동종골(DFDBA) 

3군: 이종골(DBB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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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 

번 

연구 

유형 

출판

년도 
저자 

연구

장소 

연구     

대상     

(명) 

시술 방법(명) 골 이식재 
근거 

수준 

4 
코호트 

연구 
2011 이지영11) 한국 

치조골 결손 

(24) 
상악동 골이식술 

1군: 자가치아 뼈 

이식재(AutoBT) 

2– 

2군: 동종골 

(OrthoblastII) + 

이종골(Biocera) 

3군: 동종골 (DBX) + 

이종골 (BioOss) 

5 
증례 

연구 
2014 Chang20) 한국 

골유도 

재생술  

시행 환자 

(10) 

골유도재생술, 

임플란트 식립, 

보철물 시적 

(prosthesis delivery) 

자가치아 뼈 이식재 

(AutoBT) 
3 

6 
증례 

연구 
2014d Kim30) 한국 

잔존 골 

높이 4mm 

미만 환자 

(12)| 

임플란트 식립 

(13례) 

자가치아 뼈 이식재 

(AutoBT) 
3 

7 
증례 

연구 
2013 Ahn16) 한국 

치아 소실 

및 

치조골 결손 

(14) 

상악동 거상술, 

수직 치조골 증대술 

1군: 자가치아 뼈 

이식재(AutoBT) + 

growth factor(9명) 3 

2군: 자가치아 뼈 

이식재(AutoBT)(5명) 

8 
증례 

연구 
2013b Lee41) 한국 

수직/수평 

증대술  

시행 환자 

(9) 

치조능 수직/수평 

증대술 

자가치아 뼈 이식재 

(AutoBT) 
3 

9 
증례 

연구 
2013c Kim33) 한국 

수직, 수평 

치조능 

증대술  

시행 환자 

(9) 

골유도 재생술, 

치조능 증대술, 

임플란트 식립 

자가치아 뼈 이식재 

(AutoBT) 
3 

10 
증례 

연구 
2013a Lee40) 한국 

수직적 

열개형 

 골 결손 

(20) 

1군: 치아 

임플란트+흡수성 

콜라겐막을 이용한 

골유도 재생술 자가치아 뼈 이식재 

(AutoBT) 
3 

2군: 치아 

임플란트+흡수성 

콜라겐막을 이용하지 

않은 골유도 재생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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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 

번 

연구 

유형 

출판

년도 
저자 

연구

장소 

연구     

대상     

(명) 

시술 방법(명) 골 이식재 
근거 

수준 

11 
증례 

연구 
2013 한민우15) 한국 

자가치아 

뼈이식재를 

이용한 

골이식  

시행 환자 

(46) 

골유도 재생술(8례), 

임플란트 식립 + 

골유도 재생술(34례), 

상악동골 

이식술(3례), 

임플란트 식립 

+상악동골이식술(19

례), 결손부 충전 

이식술(2례) 

자가치아 뼈 이식재 

(AutoBT) 
3 

12 
증례 

연구 
2012 Park44) 한국 

치조골 결손 

(250) 

골유도 

재생술(171명), 

상악동 치조능 

증대술(20명), 

발치창 보존술 

(33명) 

자가치아 뼈 이식재 

(AutoBT): 

분말형+블록형 

3 

13 
증례 

연구 
2011 김수관4) 한국 

자가치아 

유래 골 

이식술  

시행 환자 

(7) 

임플란트 식립, 

상악동 골이식술 

자가치아 뼈 이식재 

(AutoBT) 
3 

14 
증례연

구 
2011a 김영균5) 한국 

치조골 결손 

(27) 

골유도재생술(15), 

상악동 골이식술 

(12) 

자가치아 뼈 이식재 

(AutoBT) 
3 

15 
증례 

연구 
2011 이정훈12) 한국 

임플란트 

식립위해 

내원한 환자 

(63) 

상악동 거상술(28), 

치아 임플란트 + 

골유도 재생술(35) 

자가치아 뼈 이식재 

(AutoBT) 
3 

16 
증례 

연구 
2011 Jeong25) 한국 

상악동 

증강술  

시행 환자 

(27) 

상악동 거상술, 

임플란트 식립 

(38례) 

자가치아 뼈 이식재 

(AutoBT) 
3 

17 
증례 

연구 
2011 정경인14) 한국 

자가치아 뼈 

이식재를 

이용한 

상악동 

증강술  

시행 환자 

(8) 

상악동 증강술 
자가치아 뼈 이식재 

(AutoBT) 
3 

18 
증례 

연구 
2010 Kim38) 한국 

치조골 결손 

(6) 
골유도 재생술 

자가치아 뼈 이식재 

(AutoBT)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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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 

번 

연구 

유형 

출판

년도 
저자 

연구

장소 

연구     

대상     

(명) 

시술 방법(명) 골 이식재 
근거 

수준 

19 
증례 

보고 
2014 

Um& 

Acosta46) 

한국, 

필리

핀 

잇몸 종창(1), 

치조골 

결손(1) 

임플란트 식립, 

치조능 수직 증대술 

자가치아 뼈 이식재 

(AutoBT) 
3 

20 
증례 

보고 
2013 Hara21) 일본 

편측 

구순구개열 

(1) 

골유도 재생술, 

임플란트 식립 
자가치아 뼈 이식재 3 

21 
증례 

보고 
2013 Jeong24) 한국 

양측 상악동 

절치 치낭, 

구비강 

누공(1) 

상악동 골이식술 
자가치아 뼈 이식재 

(AutoBT) 
3 

22 
증례 

보고 
2013a Kim31) 한국 

임상증상 

없는 왼쪽 

상악동 점액 

저류낭 및 

상악동골 

결손(1) 

상악동 골이식술 
자가치아 뼈 이식재 

(AutoBT) 
3 

23 
증례 

보고 
2013 김경욱2) 한국 

생존 

불가능한 

대구치 

통증(1), 

만성치주질

환(1), 

치관/치근 

파절(1), 

만성치주염 

(1) 

임플란트 식립 
자가치아 뼈 이식재 

(AutoBT): 블록형 
3 

24 
증례 

보고 
2012 김문섭3) 한국 

수직적 

골결손(1) 

치조능 증대술, 

임플란트 식립 

자가치아 뼈 

이식재(AutoBT) 
3 

25 
증례 

보고 
2012 박인숙10) 한국 

치근단 

농양(1) 

임플란트 식립 

치조능 증대술 

자가치아 뼈 이식재 

(AutoBT): 분말형, 

root on 

3 

26 
증례 

보고 
2011b 김영균6) 한국 

만성 치근단 

농양(1), 

치조골 

결손(1) 

발치창 보존 및 

재건술 

자가치아 뼈 이식재  

(AutoBT) 
3 

27 
증례 

보고 
2011d 김영균8) 한국 

중절치 

소실(1) 
치조능 수평증대술 

자가치아 뼈 이식재 

(AutoBT) 
3 

28 
증례 

보고 
2011e 김영균9) 한국 

치조골 소실 

및 치근단 

농양(1) 

골유도 재생술 
자가치아 뼈 이식재 

(AutoBT) 
3 

29 
증례 

보고 
2011a Kim36) 한국 

협측치은 

농양(1) 
자가치아 이식술 

자가치아 뼈 이식재 

(AutoBT) 
3 

 ADDM, autogenous demineralized dentin matri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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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 자가치아 유래 골 이식술의 안전성  

 

자가치아 유래 골 이식술의 안전성은 소위원회에서의 논의를 바탕으로 시술 관련 부작용 

또는 합병증, 시술 후 합병증으로 나누어 평가하였다.  
 

자가치아 유래 골 이식술의 안전성은 29편(Jun et al 2014; Kim et al 2014b; Jeong et al 2014; 이지영 

등 2011; Chang et al 2014; Kim et al 2014d; Ahn et al 2013; Lee et al 2013b; Kim et al 2013c; Lee et al 

2013a; 한민우 등 2013; Park et al 2012; 김수관 등 2011; 김영균 2011a; 이정훈 등 2011; Jeong et 

al 2011; 정경인 등 2011; Kim et al 2010; Um & Acosta 2014; Hara et al 2014; Jeong et al 2013; Kim et al 

2013a; 김경욱 2013; 김문섭 등 2012; 박인숙 2012; 김영균 등 2011b; 김영균 등 2011d; 김영

균 등 2011e; Kim et al 2011a)으로 평가하고자 하였다.  
 

다만, 이중 14편의 문헌(Jun et al 2014; Kim et al 2014b; Jeong et al 2014; Kim et al 2013c; 김수관 등 

2011; Jeong et al 2011; Kim et al 2010; Um & Acosta 2014; Hara et al 2014; 김문섭 등 2012; 박인숙 

2012; 김영균 등 2011b; 김영균 등 2011d; 김영균 등 2011e)에서는 합병증 관련 안전성에 대

한 의료결과를 언급하고 있지 않았다.  

 

시술 관련 부작용 또는 합병증 

 

자가치아 유래 골 이식술의 시술 관련 부작용 또는 합병증은 4편(이지영 등 2011; Lee et al 

2013b; 한민우 등 2013; 정경인 등 2011)의 연구에서 보고되지 않았다. 

 

시술 후 합병증 

 

자가치아 유래 골 이식술의 시술 후 합병증은 15편(Chang et al 2014; Kim et al 2014d; Ahn et al 

2013; Lee et al 2013b; Lee et al 2013a; 한민우 등 2013; Park et al 2012; 김영균 2011a; 이정훈 등 

2011; 정경인 등 2011; Jeong et al 2013; Kim et al 2013a; Mitsugi et al 2013; 김경욱 2013; Kim et al 

2011a)으로 평가하였다.   

 

주합병증 

Chang 등(2014)의 연구에서는 10명의 환자를 대상으로 자가치아 뼈 이식재(AutoBT)를 사용

하여 골유도 재생술, 임플란트 식립, 보철물 시적을 시행하였다. 시술 후 주합병증은 보고되

지 않았다. 
 

Kim 등(2014d)의 연구에서는 잔존 골 높이 4mm 미만의 12명의 환자를 대상을 자가치아 뼈 

이식재(AutoBT)를 사용하여 임플란트 식립술을 시행하였다. 시술 후 주합병증으로 열개창 

15.4%(2/13례) 보고되었으며 2차 치료로 양호히 치료되었음을 보고하였다.  
 

Lee 등(2013b)의 연구에서는 9명의 환자(26개 치아)를 대상으로 자가치아 뼈 이식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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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toBT)를 사용하여 수직, 수평증대술을 시행하였다. 시술 후 발생한 주합병증은 열개창 

8%(2/26개 치아), 혈종 8%(2/26개 치아)으로 보고되었으며 이들 모두 보존적 치료로 치료되

었다.  
 

Ahn 등(2013)의 연구에서는 치아 소실 및 치조골 결손 환자 14명을 대상으로 growth factor 

사용여부에 따른 자가치아 뼈 이식재(AutoBT)를 사용하여 상악동 거상술, 수직 치조골 증

대술을 시행하였다. 시술 후 주합병증으로 열개창은 보고되지 않았다.  
 

Lee 등(2013a) 의 연구에서는 수직적 열개형 골 결손 환자 20명을 대상으로 자가치아 뼈 이

식재(AutoBT)를 사용하여 8명에서는 흡수성 콜라겐막을 이용한 골 유도 재생술을 시행하였

고 12명에서는 비흡수성 콜라겐막을 이용한 골 유도 재생술을 시행하였다. 시술 후 주합병

증은 흡수성 콜라겐막을 이용한 골 유도 재생술군에서 상처 개방 12.5%(1/8명)로 보고되었

으며 보존적 치료로 감염없이 2차 치료됨을 보고하였다.  
 

한민우 등(2013)의 연구에서는 46명의 환자를 대상으로 자가치아 뼈이식재를 이용하여 골

이식을 시행하였다. 시술 후 주합병증은 보고되지 않았다.  
 

Park 등(2012)의 연구에서는 치조골 결손환자 250명(133개 임플란트)을 대상으로 자가치아 

뼈 이식재(AutoBT)를 이용한 골유도 재생술, 상악동 치조능 증대술, socket preservation을 시

행하였다. 시술 후 주합병증은 열개창 7.5%(10/133개 임플란트)로 보고되었으며 이중 7례에

서 치조정 골흡수(crestal bone loss) 없이 2차 치료로 치료되었고, 3례는 평균 치조정 골흡수량

이 2mm로 보고되었다. 또한, 혈종은 6.8%(9/133개 임플란트)로 보고되었으며 수술 후 다른 

문제없이 치료되었다.  
 

김영균(2011a)의 연구에서는 치조골 결손환자 22명을 대상으로 자가치아 뼈 이식재(AutoBT)

를 이용한 골유도재생술(15명), 자가치아 뼈 이식재(AutoBT)를 이용한 상악동 골이식술(7명) 

을 시행하였다. 시술 후 주합병증은 골유도 재생술 군의 경우 열개창 20%(3/15명)으로 보고

되었고 2명에서 양호한 이차 치유가 이루어졌으며 1명(2개 임플란트)에서 치조정골 소실을 

보였다(각각 2.7, 1.9mm). 또한 혈종 6.7%(1/15명)으로 보고되었으며 큰 문제점 없이 해소되

었다. 상악동골 이식술 시행 군에서는 열개창 14.3%(1/7명)로 보고되었으며 양호한 2차 치

유되었다.  
 

이정훈 등(2011)의 연구에서는 임플란트 식립 위해 내원한 환자 63명을 대상으로 자가치아 

뼈 이식재(AutoBT)를 이용한 상악동 거상술 및 골유도 재생술을 시행하였다. 상악동 거상

술 시행군에서 시술 후 주합병증은 상악동막 천공 7.1%(2/28명)으로 보고되었으며 흡수성 

차단막 이용한 상악동 거상술 시행 후 합병증은 발생하지 않았고 6개월 후 시점에서도 합

병증은 보고되지 않았다.  
 

정경인 등(2011)의 연구에서는 8명의 환자를 대상으로 자가치아 뼈 이식재(AutoBT)를 이용

한 상악동 증강술을 시행하였다. 시술 후 주합병증은 상악동 천공 25%(2/8명)으로 보고되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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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Kim 등(2013a)의 연구에서는 임상증상 없는 왼쪽 상악동 점액 저류낭 및 상악동골 결손환

자 1명을 대상으로 자가치아 뼈 이식재(AutoBT)를 이용한 상악동 골이식술을 시행하였다. 

동 환자에서 시술 후 주합병증은 보고되지 않았다.  
 

김경욱(2013)의 연구에서는 치주치료 및 보존치료를 통해 생존 불가능한 하악 우측 제2대구

치 통증과 동요를 호소하여 내원한 환자 증례1, 만성치주질환 증례2, 하악좌측 제1대구치 

치관 및 치근 파절 증례3, 만성치주염으로 동통 및 동요도를 호소하여 내원한 환자 증례4를 

대상으로 자가치아 뼈 이식재(AutoBT)를 이용한 임플란트 식립을 시행하였다. 시술 후 주

합병증은 보고되지 않았다.  

 

부합병증 

Kim 등(2014d)의 연구에서는 잔존 골 높이 4mm 미만의 12명의 환자를 대상을 자가치아 뼈 

이식재(AutoBT)를 사용하여 임플란트 식립술을 시행하였다. 시술 후 부합병증으로 감염 

15.4%(2/13례)로 보고되었다.  
 

Ahn 등(2013)의 연구에서는 치아 소실 및 치조골 결손 환자 14명을 대상으로 growth factor 

사용여부에 따른 자가치아 뼈 이식재(AutoBT)를 사용하여 상악동 거상술, 수직 치조골 증

대술을 시행하였다. 시술 후 부합병증으로 감염은 보고되지 않았다.  
 

Lee 등(2013a) 의 연구에서는 수직적 열개형 골 결손 환자 20명을 대상으로 자가치아 뼈 이

식재(AutoBT)를 사용하여 8명에서는 흡수성 콜라겐막을 이용한 골 유도 재생술을 시행하였

고 12명에서는 비흡수성 콜라겐막을 이용한 골 유도 재생술을 시행하였다. 시술 후 부합병

증으로 비흡수성 콜라겐막을 이용한 골 유도 재생술군에서 간헐적 통증 8.3%(1/12명)로 보

고되었다.  
 

한민우 등(2013)의 연구에서는 46명의 환자를 대상으로 자가치아 뼈이식재를 이용하여 골

이식을 시행하였다. 시술 후 부합병증은 보고되지 않았다.  
 

정경인 등(2011)의 연구에서는 8명의 환자를 대상으로 자가치아 뼈 이식재(AutoBT)를 이용

한 상악동 증강술을 시행하였다. 시술 후 부합병증으로 감염 12.5%(1/8명)으로 보고되었다.  
 

Jeong 등(2013)의 연구에서는 양측 상악동 절치 치낭 및 구비강 누공 환자 1명을 대상으로 

치조골 결손 재건을 위한 자가치아 뼈 이식재(AutoBT)를 이용한 상악동 골이식술을 시행하

였다. 시술 후 부합병증으로 감염 및 누공은 보고되지 않았다.  
 

Kim 등(2013a)의 연구에서는 임상증상 없는 왼쪽 상악동 점액 저류낭 및 상악동골 결손환

자 1명을 대상으로 자가치아 뼈 이식재(AutoBT)를 이용한 상악동 골이식술을 시행하였다. 

동 환자에서 시술 후 부합병증은 보고되지 않았다.  
 

Mitsugi 등(2013)의 연구에서는 치조골 결손 환자 2명을 대상으로 자가치아 뼈 이식재(Aut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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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T)를 이용한 상악동 거상술 및 임플란트 식립술을 시행하였다. 증례2 환자에서 수술 후 

감염은 보고되지 않았다. 
 

김경욱(2013)의 연구에서는 치주치료 및 보존치료를 통해 생존 불가능한 하악 우측 제2대구

치 통증과 동요를 호소하여 내원한 환자 증례1, 만성치주질환 증례2, 하악좌측 제1대구치 

치관 및 치근 파절 증례3, 만성치주염으로 동통 및 동요도를 호소하여 내원한 환자 증례4를 

대상으로 자가치아 뼈 이식재(AutoBT)를 이용한 임플란트 식립을 시행하였다. 시술 후 부

합병증은 보고되지 않았다.  
 

Kim 등(2011a)의 연구에서는 왼쪽 하악 제1대구치의 협측치은 농양 환자 1명을 대상으로 

자가치아 뼈 이식재(AutoBT)를 이용한 자가치아이식술을 시행하였다. 시술 후 부합병증으

로 불편감이나 통증은 보고되지 않았다.  

 

표 4.2  자가치아 유래 골 이식술의 안전성 결과(시술 후 합병증) 

저자 
시술 방법       

(명) 

평균 추적 

관찰기간 

(개월) 

골이식재 
합병증률     

(%) 

합병증     

사례 

치유   

여부 

Chang 등 

(2014) 

골유도 재생술, 

임플란트 식립, 

보철물 시적(10) 

3~9 
자가치아 뼈  

이식재(AutoBT) 
- 보고되지 않음 - 

Kim 등 

(2014d) 

임플란트 

식립술(12) 
12~34 

자가치아 뼈  

이식재(AutoBT) 

15.4(2/13례) 열개창 
2차 치료로 

치료됨 

15.4(2/13례) 감염 - 

Ahn 등 

(2014) 

상악동 거상술, 

수직 치조골 

증대술(14) 

3.7 

1군: 자가치아 뼈 

이식재(AutoBT) + 

growth factor 

2군: 자가치아 뼈 

이식재(AutoBT) 

- 
열개창, 감염 

보고되지 않음 
- 

Lee 등 

(2013b) 

수직, 

수평증대술(9) 
30 

자가치아 뼈 

이식재(AutoBT) 

8 

(2/26개 치아) 
열개창 보존적 

치료후 

치료됨 8 

(2/26개 치아) 
혈종 

Lee 등 

(2013a) 

흡수성 

콜라겐막을 

이용한 골 유도 

재생술(8) 
- 

자가치아 뼈 

이식재(AutoBT) 

12.5(1/8명) 상처 개방 

보존적 

치료후 

치료됨 

비흡수성 

콜라겐막을 

이용한 골 유도 

재생술(12) 

8.3(1/12명) 간헐적 통증 - 

한민우 등 

(2013) 
골이식술(46) 4~9 

자가치아 뼈  

이식재(AutoBT) 
- 보고되지 않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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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시술 방법       

(명) 

평균 추적 

관찰기간 

(개월) 

골이식재 
합병증률     

(%) 

합병증     

사례 

치유   

여부 

Park 등 

(2012) 

골유도 재생술, 

상악동 치조능 

증대술, socket 

preservation 

9 
자가치아 뼈 

이식재(AutoBT) 

7.5(10/133개 

임플란트) 
열개창 

2차 치료로 

치료됨 

6.8(9/133개 

임플란트) 
혈종 

다른문제없

이 치료됨 

김영균 

(2011a) 

골유도 재생술 

(15) 
9 

자가치아 뼈 

이식재(AutoBT)  

20(3/15명) 열개창  

양호한 2차 

치유 보임 

6.7(1/15명) 혈종 

상악동골 

이식술(7) 
6 14.3(1/7명) 열개창 

이정훈 등 

(2011) 

상악동 거상술 

(28) 
3, 6 

자가치아 뼈 

이식재(AutoBT) 
7.1(2/28명) 상악동막 천공  

6개월 후 

시점에서도 

합병증 

보고되지 

않음 

정경인 등 

(2011) 

상악동 증강술 

(8) 
8.7 

자가치아 뼈 

이식재(AutoBT) 

25(2/8명) 상악동막 천공 - 

12.5(1/8명) 감염 - 

Jeong 등 

(2013) 

상악동 

골이식술(1) 
9 

자가치아 뼈 

이식재(AutoBT) 
- 

감염 및 누공 

보고되지 않음 
- 

Kim 등 

(2013a) 

상악동 

골이식술(1) 
9 

자가치아 뼈 

이식재(AutoBT) 
- 보고되지 않음 - 

김경욱 

(2013) 

임플란트 식립 

(4) 
3 

자가치아 뼈 

이식재(AutoBT) 
- 보고되지 않음 - 

Kim 등 

(2011a) 

자가치아이식술 

(1) 
10 

자가치아 뼈 

이식재(AutoBT) 
- 

불편감이나 

통증은 

보고되지 않음 

- 

 

 

4.3 자가치아 유래 골 이식술의 유효성  

 

자가치아 유래 골 이식술의 유효성은 시술 성공률(이식 성공률, 조직병리학적 결과, 방사선

학적 결과) 및 임플란트 안정성 지수를 총 18편(Jun et al 2014; Kim et al 2014b; Jeong et al 2014; 

이지영 등 2011; Chang et al 2014; Kim et al 2014d; Ahn et al 2013; Lee et al 2013b; Kim et al 2013c; Lee 

et al 2013a; 한민우 등 2013; Park et al 2012; 김수관 등 2011; 김영균 2011a; 이정훈 등 2011; 

Jeong et al 2011; 정경인 등 2011; Jeong et al 2013)의 코호트 연구 및 증례연구를 통해 평가하였

으며, 비교연구 및 단일군 연구로 나누어 평가결과를 제시하였다.  

 

4.3.1.1 비교연구 
 

비교연구는 코호트 연구로서 현존하는 골 이식재(동종골, 이종골, 합성골)와 비교한 4편의 

연구(Jung et al 2014; Kim et al 2014b; Jeong et al 2014; 이지영 등 2011)를 통해 평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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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술 성공률 

 

이식 성공률 

비교연구에서 이식 성공률을 보고한 연구결과는 찾을 수 없었다.  

 

조직병리학적 결과 

무작위 임상시험 연구(근거수준 1‘ￚ’)인 Jun 등(2014)의 연구에서는 24명의 환자를 대상으로 

이종골(BioOss)를 이용한 상악동 거상술을 시행한 대조군(11명)과 자가치아 뼈 이식재

(AutoBT)를 이용한 상악동 거상술을 시행한 중재군(13명)의 결과를 비교하였다. 시술 후 평

균 4개월 시점에서 조직병리학적 결과, 신생골 형성 비율은 대조군 26.5±7.1%, 중재군 

31.1±14.5%이었고 군간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p=.556). 잔존 이식재는 대조군 

31.1±14.5%, 중재군 29.0±10.3%이었고 군간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p=.896). 골

수강은 대조군  42.4±16.4%, 중재군 39.9±18.9%이었고 군간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

았다(p=.471). 또한 신생골 두께(osteoid thickness)는 대조군 8.3±3.9㎛, 중재군 13.1±5.2㎛로 군

간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p =.025).  
 

코호트 연구(근거수준 2‘−’)인 이지영 등(2011)의 연구에서는 치조골 결손 환자 24명을 대상

으로 자가치아 뼈 이식재(AutoBT) 및 기타 골 이식재를 이용한 상악동 골이식술을 시행하

였다. 1군에서는 자가치아 뼈 이식재(AutoBT)를 이용한 상악동 골이식술을 시행하였으며 2

군에서는 동종골 (OrthoblastII) 및 이종골(Biocera)을 이용한 상악동 골이식술을 시행고, 3군

에서는 동종골 (DBX) 및 이종골 (BioOss)을 이용한 상악동 골이식술을 시행하였다. 시술 후 

평균 4개월 시점에서 조직병리학적 결과, 신생골 형성 비율은 1군 52.5±10.7%(최소 37%, 최

대 64%), 2군 52.0±23.4%(최소: 39%, 최대 78%), 3군 51.0±18.3%(최소 26%, 최대 68%)로 보고

되었으며 군간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p>.05). 직골과 층판골의 비율은 1군 

82.8±15.3%(최소 69%, 최대 94%), 2군 36.7±59.3%(최소 5%, 최대 100%), 3군 31.0±51.2%(최소 

11%, 최대 100%)로 보고되었으며 군간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p>.05). 또한, 신

생골과 골이식재 비율은 1군 81.3±10.4%(최소 21%, 최대 94%), 2군 72.5±28.8%(최소 9%, 최

대 96%), 3군 80.3±24.0%(최소 29%, 최대 100%)로 군간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p >.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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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 4.3  자가치아 유래 골 이식술의 조직병리학적 결과(비교연구) 

저자 

시술    

방법     

(명) 

평균 추적 

관찰 기간 

(개월) 

골이식재 
신생골 비율 

(%) 

직골과 

층판골의 

비율 (%) 

신생골과 

골이식재 

비율 (%) 

신생 

골두께 

(㎛) 

Jun 

등(2014) 

상악동 

거상술 

(24) 

4 

대조군: 이종골(BioOss) 26.5 - - 8.3 

중재군: 자가치아 뼈 

이식재(AutoBT) 
31.1 - - 13.1 

p .556 - - .025 

이지영 

등(2011) 

상악동 

골이식술 

(24) 

4 

1군: 자가치아 뼈 

이식재(AutoBT) 
52.5 82.8 81.3 - 

2군: 동종골 (OrthoblastII) 

및 이종골(Biocera) 
52.0 36.7 72.5 - 

3군: 동종골 (DBX) 및 

이종골 (BioOss) 
51.0 31.0 80.3 - 

p >.05 - 

 

방사선학적 결과 

무작위 임상시험 연구(근거수준 1‘−’)인 Jun 등(2014)의 연구에서는 24명의 환자를 대상으로 

이종골(BioOss)를 이용한 상악동 거상술을 시행한 대조군(11명)과 자가치아 뼈 이식재

(AutoBT)를 이용한 상악동 거상술을 시행한 중재군(13명)의 결과를 비교하였다. 시술 후 평

균 4개월 시점에서 방사선학적 결과, total bone은 대조군 77.1±14.2%, 중재군 65.0±18.5%이었

고 군간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p=.051). New bone은 대조군 41.9±7.1%, 중재군 

37.9±8.5%이었고 군간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p=.192). New bone과 total bone의 

비율은 대조군 55.6±10.5%, 중재군 60.3±11.5% 이었고 군간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

았다(p=.377). Total core Hounsfield unit는 대조군 1486.3±405.6 HU, 중재군 1232.0±529.4 HU이었

고 군간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p=.245). Total core bone mineral density(BMD)는 

대조군 0.34±0.1 g/㎠, 중재군 0.28±0.1 g/㎠ 이었고 군간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p=.245). New bone HU는 대조군 1223.1±107.4 HU, 중재군 1274±107.9 HU 이었고 군간 차이

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p=.217). New bone BMD는 대조군 0.27±0.02 g/㎠, 중재군 

0.29±0.02 g/㎠ 이었고 군간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p=.245). 또한 골소주 두께

(trabecular thickness)는 대조군 0.07±0.02 ㎛, 중재군 0.08±0.01 ㎛로 군간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p=.006).  
 

코호트 연구(근거수준 2‘+’)인 Kim 등(2014b)의 연구에서는 치조정 접근을 통한 상악동 거

상술과 동시에 임플란트 식립을 시행하였다. 1군(18개 임플란트)에서는 자가치아 뼈 이식재

(AutoBT)를 이용한 상악동 거상술을 시행하였으며, 2군(16개 임플란트)에서는 합성골 이식

재(Osteon)를 이용한 상악동 거상술을 시행하였다. 시술 후 평균 12개월 시점에서 방사선학

적 결과, 평균 골 높이의 증가는 1군이 4.89mm, 2군이 6.22mm로 보고되었고 군간 차이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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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p=0.460). 평균 이식재 높이 변화는 1군 0.76mm, 2군 0.53mm로 

보고되었고 군간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p=.570). 또한 평균 치조정 골흡수는 

1군이 0.07mm, 2군이 0.04mm로 보고되었다.  
 

코호트 연구(근거수준 2‘−’)인 Jeong 등(2014)의 연구에서는 26명의 환자를 대상으로 자가치

아 뼈 이식재(AutoBT) 및 동종골, 이종골 이식재를 이용한 상악동 골이식술을 시행하였다. 

시술 후 평균 6개월 시점에서 방사선학적 결과, 평균 골 높이의 증가는 자가치아 뼈 이식재

(AutoBT)를 이용한 상악동 골이식술(6명, 8례)군이 9.07mm, 동종골 이식재(demineralized 

freeze-dried bone allograft, DFDBA)를 이용한 상악동 골이식술(11명, 13례)군이 10.95mm, 이종

골 이식재(deproteinized bovine bone mineral, DBBM)를 이용한 상악동 골이식술(9명, 9례)군이 

11.83mm로 보고되었으며 군간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p=.182). 평균 이식재 높

이 변화는 자가치아 뼈 이식재(AutoBT)를 이용한 상악동 골이식술군이 1.27mm, 동종골 이

식재(DFDBA)를 이용한 상악동 골이식술군이 1.53mm, 이종골 이식재(DBBM)를 이용한 상

악동 골이식술군이 1.37mm로 군간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p=.576). 또한 평균 

이식재 흡수율은 자가치아 뼈 이식재(AutoBT)를 이용한 상악동 골이식술군이 13.6%, 동종

골 이식재(DFDBA)를 이용한 상악동 골이식술군이 14.3%, 이종골 이식재(DBBM)를 이용한 

상악동 골이식술군이 11.9%로 보고되었으며 군간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p=.649).  

 

표 4.4  자가치아 유래 골 이식술의 방사선학적 결과(비교연구) 

저자 

시술     

방법      

(명) 

평균 추적 

관찰 기간 

(개월) 

골이식재 

평균 골 

높이의 증가* 

(mm) 

평균 이식재 

높이 변화† 

(mm) 

평균 치조정 

골흡수‡
 

(mm) 

평균 이식재 

흡수율§
 (%) 

Kim 

등(2014b) 

1군(18개 

임플란트): 

상악동 

거상술 

12 

자가치아 뼈 

이식재(Auto

BT) 

4.89 0.76 0.07 - 

2군(16개 

임플란트): 

상악동 

거상술 

합성골 

(Osteon) 

6.22 0.53 0.04 - 

군간 p 

.460 .57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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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시술     

방법      

(명) 

평균 추적 

관찰 기간 

(개월) 

골이식재 

평균 골 

높이의 증가* 

(mm) 

평균 이식재 

높이 변화† 

(mm) 

평균 치조정 

골흡수‡
 

(mm) 

평균 이식재 

흡수율§
 (%) 

Jeong 

등(2014) 

상악동 

골이식술(6명

, 8례) 

6 

자가치아 뼈 

이식재(Auto

BT) 

9.07 1.27 - 13.6 

상악동 

골이식술(11

명, 13례) 

동종골 

(DFDBA) 
10.95 1.53 - 14.3 

상악동 

골이식술(9명

, 9례) 

이종골 

(DBBM) 

11.83 1.37 - 11.9 

군간 p 

.182 .576 - .649 

DFDBA, demineralized freeze-dried bone allograft; DBBM, deproteinized bovine bone mineral 
*mean increase in bone height; 

†
mean resorption of bone height; 

‡
crest bone resorption; 

§
resorption ratio 

 

임플란트 안정성 지수(Implant Stability Quotient, ISQ) 
 

무작위 임상시험 연구(근거수준 1‘ￚ’)인 Jun 등(2014)의 연구에서는 24명의 환자를 대상으로 

이종골(BioOss)를 이용한 상악동 거상술을 시행한 대조군(11명)과 자가치아 뼈 이식재

(AutoBT)를 이용한 상악동 거상술을 시행한 중재군(13명)의 결과를 비교하였다. 시술 4개월 

후 임플란트 안정성 지수는 대조군, 중재군 각각 70.6, 64.9 ISQ이었고 군간 차이는 통계적으

로 유의하지 않았다(p=.166).  

 

표 4.5  자가치아 유래 골 이식술의 평균 임플란트 안정성 지수(비교 연구) 

저자 
시술 방법           

(명) 
골이식재 

추적 관찰 시점         

(시술 4개월 후) 
p 

Jun 등

(2014) 

상악동 거상술 

(24) 

대조군: 이종골

(BioOss) 
70.6 

.166 
중재군: 자가치아 

뼈 이식재(AutoBT) 
64.9 

 

4.3.1.2 단일군 연구 
 

단일군 연구는 자가치아 유래 골 이식술을 시행한 총 14편(Chang et al 2014; Kim et al 2014d; 

Ahn et al 2013; Lee et al 2013b; Kim et al 2013c; Lee et al 2013a; 한민우 등 2013; Park et al 2012; 김수

관 등 2011; 김영균 2011a; 이정훈 등 2011; Jeong et al 2011; 정경인 등 2011; Jeong et al 2013)의 

증례연구를 통해 평가하였다.  

 

 

 



자가치아 유래 골 이식술 

 
41 

시술 성공률 

 

이식 성공률 

Lee 등(2013b)의 연구에서는 9명의 환자를 대상으로 자가치아 뼈 이식재(AutoBT)를 이용한 

치조능 수직/수평 증대술을 시행하였다. 시술 후 평균 30개월 후 시점에서 전체 임플란트 

생존률을 성공률의 정의로 하였을 때, 이식 성공률은 96%이었다.  
 

Kim 등(2013c)의 연구에서는 9명의 환자를 대상으로 자가치아 뼈 이식재(AutoBT)를 이용한 

치조능 수직/수평 증대술 및 임플란트 식립을 시행하였다. 시술 후 평균 31.7개월 시점에서

1명에서 implant failure를 보고하여 이식 성공률은 88.9%(8/9명)이었다.  
 

Park 등(2012)의 연구에서는 치조골 결손 환자 250명을 대상으로 자가치아 뼈 이식재

(AutoBT)를 이용한 골유도 재생술(171명), 상악동 치조능 증대술(20명), 발치창 보존술(20명)

을 시행하였다. 시술 후 평균 9개월 시점에서 골유착 여부를 성공률의 정의로 하였을 때, 

이식 성공률은 98.5%(131/133례)이었다.  

 

표 4.6  자가치아 유래 골 이식술의 이식 성공률(단일군 연구) 

저자 
시술 방법 

(명) 

평균 추적

관찰 기간

(개월) 

골 이식재 
이식      

성공률(%) 

이식 성공률의 

정의 

Lee 등

(2013b) 

치조능 수직/수평    

증대술(9) 
30 

자가치아 뼈     

이식재(AutoBT) 
96 

전체 임플란트 

생존률 

Kim 등

(2013c) 

치조능 수직/수평 증대

술 및 임플란트 식립(9) 
31.7 

자가치아 뼈     

이식재(AutoBT) 

88.9 

(8/9명) 

성공 실패: 

implant failure 

Park 등

(2012) 

골유도 재생술(171), 상

악동 치조능 증대술

(20), 발치창 보존술(20) 

9 
자가치아 뼈     

이식재(AutoBT) 

98.5 

(131/133례) 
골유착 여부 

 

조직병리학적 결과 

한민우 등(2013)의 연구에서는 46명의 환자를 대상으로 자가치아 뼈이식재를 이용한 골유

도 재생술(8례), 임플란트 식립 및 골유도 재생술(34례), 상악동골 이식술(3례), 임플란트 식

립 및 상악동골이식술(19례), 결손부 충전 이식술(2례)을 시행하였다. 시술 후 평균 4-6개월 

시점에서 조직병리학적 결과, 골유도 재생술 군 2례에서 이식재 주변의 연속적 골소주 양

상, 신생골 형성 관찰, 조골세포 분포를 확인하였다.  
 

Park 등(2012)의 연구에서는 치조골 결손 환자 250명을 대상으로 자가치아 뼈 이식재

(AutoBT)를 이용한 골유도 재생술(171명), 상악동 치조능 증대술(20명), 발치창 보존술(20명)

을 시행하였다. 시술 후 평균 3.5개월 시점에서 6명의 환자에서 조직병리학적 결과, 새로운 

뼈 형성을 보였다(층판뼈, 해면골조직, 골모세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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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수관 등(2011)의 연구에서는 7명의 환자를 대상으로 자가치아 뼈 이식재(AutoBT)를 이용

한 임플란트 식립 및 상악동 골이식술을 시행하였다. 임플란트 주변 골이식술을 시행한 군

의 경우, 시술 후 평균 2개월 시점에서 조직병리학적 결과, 1군(6개 조직시편)은 신생골 형

성이 자가치아 뼈 이식재 주변에서 식별되었고 직골 형성을 확인하였으며, 시술 후 평균 4

개월 시점에서 2군(7개 조직시편)은 골 이식재 주변에 신생골 형성, 소주골 형태가 관찰되

었고 골이식재 주변에 국소적인 층판골 형성 및 소주 형태의 신생 직골, 일부 시편에서 신

생골 유합 소견 관찰됨을 보고하였다. 또한, 평균 신생골 형성율은 시술 후 평균 2개월 시

점에서 1군이 27.3%, 시술 후 평균 4개월 시점에서 2군이 46.9%로 군간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p=0.133). 평균 직골/층판골 비율은 시술 후 평균 2개월 시점에서 1군이 

100%, 시술 후 평균 4개월 시점에서 2군이 86.1%로 군간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p=0.036).  평균 신생골/골이식재 비율은 시술 후 평균 2개월 시점에서 1군이 38.5%, 시술 

후 평균 4개월 시점에서 2군이 63.1%로 군간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p=0.062). 

상악동 골이식술을 시행한 군의 경우(7개 조직시편), 시술 후 평균 4개월 시점에서 조직병

리학적 결과, 골이식재 주변 신생골 형성 관찰되었고 신생골 유합소견 보였다. 또한, 평균 

신생골 형성율은 46.6%, 평균 직골/층판골 비율은 82.9%∙ 평균 신생골/골이식재 비율은 72.7%

이었다.  
 

김영균(2011a)의 연구에서는 치조골 결손환자 22명을 대상으로 자가치아 뼈 이식재(AutoBT)

를 이용한 골유도재생술(15명), 자가치아 뼈 이식재(AutoBT)를 이용한 상악동 골이식술(7명) 

을 시행하였다. 골유도 재생술군의 조직병리학적 결과, 시술 2개월 후 6개 조직시편을 대상

으로 하였을 때 골이식재 주변에 미성숙 신생골 형성이 관찰되었고 골이식재 유합 양상을 

보였다(신생골 형성 평균 27.3%). 또한, 골이식 4개월 후 시점에서 7개 조직시편을 대상으로 

하였을 때 골이식재 주변에 신생 소주골 상호문한 소견, 일부에서 성숙한 층판골이 관찰됨

을 보고하였다(신생골 형성 평균 46.9%).  
 

Jeong 등(2011)의 연구에서는 27명의 환자(38례)를 대상으로 자가치아 뼈 이식재(AutoBT)를 

이용한 이용한 상악동 거상술, 임플란트 식립을 시행하였다. 시술 후 평균 8.7개월 시점에서 

8명의 환자의 조직병리학적 결과, 새로운 뼈 형성이 확인되었다.  
 

정경인 등(2011)의 연구에서는 8명을 대상으로 자가치아 뼈 이식재(AutoBT)를 이용하여 상

악동 증강술을 시행하였다. 이중 5명의 환자에서 시술 후 평균 3~6개월 후 조직병리학적 

결과, 새로운 골형성이 확인되었음을 보고되었다.  
 

Kim 등(2010)의 연구에서는 치조골 결손환자 6명을 대상으로 자가치아 뼈 이식재(AutoBT)

를 이용한 골유도 재생술을 시행하였다. 시술 후 평균 3~6개월 시점에서 조직병리학적 결

과, 46~87%의 새로운 뼈 형성을 보고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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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7  자가치아 유래 골 이식술의 조직병리학적 결과(단일군 연구) 

저자 
시술 방법   

(명) 

평균 추적    

관찰 기간    

(개월) 

골 이식재 

평균 신생골 

형성율    

(%) 

평균 직골/ 

층판골 비율

(%) 

평균 신생골/

골이식재   

비율 (%) 

김수관 

등(2011) 

임플란트 

주변 골이

식술  

1군: 2 

(6개 조직시편) 

자가치아 

뼈 이식재

(AutoBT) 

27.3 100 38.5 

2군: 4 

(7개 조직시편) 

46.9 86.1 63.1 

군간 p 

.133 .036 .062 

상악동 골

이식술(7개 

조직시편) 

4 46.6 82.9 72.7 

김영균

(2011a) 

골유도재

생술(15) 

2(6개 조직시

편) 
자가치아 

뼈 이식재

(AutoBT) 

27.3 - - 

4(7개 조직시

편) 
46.9 - - 

Kim 등

(2010) 

골유도 재

생술(6) 
3-6 

자가치아 

뼈 이식재

(AutoBT) 

46~87 - - 

 

방사선학적 결과  

Chang 등(2014)의 연구에서는 10명의 환자를 대상으로 자가치아 뼈 이식재(AutoBT)를 사용

하여 골유도 재생술, 임플란트 식립, 보철물 시적을 시행하였다. 변연골 높이(marginal bone 

level)은 골유도 재생술 후, 임플란트 식립 후, 보철물 시적 후 각각의 시점에서 군간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다(p>.05). 변연골 높이는 골유도 재생술 후와 임플란트 식립 후 시

점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가장 높은 상관성 보였으며(상관계수 0.937, p<0.01), 마지막 추적

관찰 시점까지 변연골 높이는 변화없는 stable한 결과를 보고하였다. 또한, 변연골 높이 가 

골유도 재생술 및 임플란특 식립 후 시점과 비교시 보철물 시적 후 시점에서 남녀 간에 통

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p<0.05).  
 

Kim 등(2014d)의 연구에서는 잔존 골 높이 4mm 미만의 12명의 환자를 대상을 자가치아 뼈 

이식재(AutoBT)를 사용하여 임플란트 식립술을 시행하였다. 시술후 평균 12-34개월 시점에

서 방사선학적 결과, 평균 치조정 골 흡수는 0~0.2mm이었다.  
 

Ahn 등(2013)의 연구에서는 치아 소실 및 치조골 결손 환자 14명을 대상으로 1군에서는  

growth factor와 자가치아 뼈 이식재(AutoBT)를 사용하여 상악동 거상술, 수직 치조골 증대술

을 시행하였고 2군에서는 자가치아 뼈 이식재(AutoBT)를 단독사용하여 상악동 거상술, 수

직 치조골 증대술을 시행하였다. 시술 후 평균 3.7개월 시점에서 방사선학적 결과, 1군에서 

Hounsfield unit는 술전, 술후, 변화량이 각각 323.1, 960.0, 636.9 HU이었으며 2군에서는 각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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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836.7, 634.7 HU이었다. 골 높이의 증가는 1군에서 술전, 술후, 변화량이 각각  4.8, 

12.4, 7.6mm이었으며, 2군에서는 각각 4.9, 16.0, 11.1mm이었다.  
 

Lee 등(2013a) 의 연구에서는 수직적 열개형 골 결손 환자 20명을 대상으로 자가치아 뼈 이

식재(AutoBT)를 사용하여 8명에서는 흡수성 콜라겐막을 이용한 골 유도 재생술(1군)을 시행

하였고 12명에서는 비흡수성 콜라겐막을 이용한 골 유도 재생술(2군)을 시행하였다. 기저시

점에서 평균 골 결손량은 1군, 2군 각각 2.38±0.28/2.58±0.34mm이었으며 군간 차이는 통계적

으로 유의하지 않았다(p>0.05). 평균 골 높이의 증가 변화(bone level change)는 1군, 2군 각각 

2.19±0.32/2.35±0.40 mm이었으며 군간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p>0.05). 평균 

bone gain은 1군, 2군 각각 89.06±27.33, 86.92±22.7%이었으며 군간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하

지 않았다(p>0.05). 
 

한민우 등(2013)의 연구에서는 46명의 환자를 대상으로 자가치아 뼈이식재를 이용한 골유

도 재생술(8례), 임플란트 식립 및 골유도 재생술(34례), 상악동골 이식술(3례), 임플란트 식

립 및 상악동골이식술(19례), 결손부 충전 이식술(2례)을 시행하였다. 골유도 재생술군(14례)

에서 평균 8개월 보철물 부하 후 평균 0.29mm의 치조정 골흡수량 보고하였으며, 상악동 골

이식군(14례)에서 CT 촬영결과 술 전 평균 7.15mm에서 수술 직후 16.41mm로 평균 9.2mm 

상악동골 증대량 보고하였다. 또한, 보철물 부하 후 평균 7.6개월 후 0.66mm 골흡수량을 보

고하였다.  
 

Park 등(2012)의 연구에서는 치조골 결손 환자 250명을 대상으로 자가치아 뼈 이식재

(AutoBT)를 이용한 골유도 재생술(171명), 상악동 치조능 증대술(20명), 발치창 보존술(20명)

을 시행하였다. 시술 후 평균 6개월 시점에서 방사선학적 결과, 하악골은 평균 치조정 골흡

수량이 0.29mm(0-3.0mm), 상악골은 평균 치조정 골흡수량이 0.1mm로 보고되었다.  
 

김영균(2011a)의 연구에서는 치조골 결손환자 22명을 대상으로 자가치아 뼈 이식재(AutoBT)

를 이용한 골유도재생술(15명), 자가치아 뼈 이식재(AutoBT)를 이용한 상악동 골이식술(7명) 

을 시행하였다. 시술 후 평균 9개월 후 시점에서 골유도 재생술군의 방사선학적 결과, 평균 

치조정골 흡수량이 0.27mm (최소 0mm, 최대 2.7mm)로 보고되었으며, 시술 후 평균 6개월 

후 시점에서 상악동골 이식술군의 평균 치조정골 흡수량은 0.1mm로 보고되었다.  
 

이정훈 등(2011)의 연구에서는 임플란트 식립 위해 내원한 환자 63명을 대상으로 자가치아 

뼈 이식재(AutoBT)를 이용한 상악동 거상술을 28명의 환자에서 시행하였다. 잔존골 높이 

분석에 대한 방사선학적 결과, 자료제공에 동의한 환자 14명에서 평균 골 흡수량은 술후 3

개월 시점과 술후 6개월에서 각각 0.9, 1.00 mm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 보이지 않았다. 

AutoBT 단독 사용군에서 평균 이식재 높이는 술후 3개월 시점에서 1.29±0.47 mm, 술후 6개

월 시점에서 1.50±0.28 mm이었다. 자가치아 뼈 이식재를 이용한 상악동 거상술 시행군(6명, 

7례)에서 평균 골 높이 증가는 초기, 술 후, 술후 3개월 시점 각각에서  6.8, 14.1, 12.8 mm이

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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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경인 등(2011)의 연구에서는 8명의 환자를 대상으로 자가치아 뼈 이식재(AutoBT)를 이용

한 상악동 증강술을 시행하였다. 수술 3개월 후 시점에서 방사선학적 결과, 평균 이식재 높

이 는 각각 1.29±0.474 mm, 수술 6개월 후 시점에서 1.50±0.289 mm 이었다.  

 

표 4.8  자가치아 유래 골 이식술의 방사선학적 결과(단일군 연구) 

저자 
시술 방법     

(명) 

평균 추적 

관찰 기간 

(개월) 

골 이식재 

평균 골 

높이의 증가†
 

(mm) 

평균 이식재 

높이 변화‡
 

(mm) 

평균 치조정 

골흡수§
 (mm)  

Kim 등 

(2014d) 

임플란트 식립술 

(12) 
12-34 

자가치아 뼈 

이식재(AutoBT) 
- - 0~0.2 

Ahn 등 

(2014) 

상악동 거상술, 

수직 치조골 

증대술 

3.7 

1군: growth factor 

+ 자가치아 뼈 

이식재(AutoBT) 

7.6 - - 

2군: 자가치아 

뼈 이식재 

(AutoBT) 

11.1 - - 

Lee 등 

(2013a) * 

골 유도 

재생술(20) 
- 

1군: 흡수성 

콜라겐막 + 

자가치아 뼈 

이식재(AutoBT) 

2.19 - - 

2군: 비흡수성 

콜라겐막 + 

자가치아 뼈 

이식재(AutoBT) 

2.35 

 
- - 

한민우 등 

(2013) 

골유도 

재생술군(14례) 
8 

자가치아 뼈 

이식재(AutoBT) 
- - 0.29 

Park 등 

(2012) 

골유도 

재생술(171), 

상악동 치조능 

증대술(20), 

발치창 

보존술(20) 

6 
자가치아 뼈 

이식재(AutoBT) 

- - 하악골: 0.29(0~3.0) 

- - 상악골: 0.1 

김영균 

(2011a) 

상악동 

골이식술(7) 
6 

자가치아 뼈 

이식재(AutoBT) 
- - 0.1 

이정훈 등 

(2011) 

상악동 

거상술(28) 

3 
자가치아 뼈 

이식재(AutoBT) 

초기/술 

후/술후 3개월 

시점: 6.8, 14.1, 

12.8 

1.29 - 

6 1.50 - 

정경인 등 

(2011) 

상악동 

증강술(8) 

3 
자가치아 뼈 

이식재(AutoBT) 

- 1.29 - 

6 - 1.50 - 

*군간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음(p>0.05) 
†
mean increase in bone height ; 

‡
mean resorption of bone height; 

§
crest bone resor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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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플란트 안정성 지수(Implant Stability Quotient, ISQ) 
 

Kim 등(2014d)의 연구에서는 잔존 골 높이 4mm 미만의 12명의 환자를 대상을 자가치아 뼈 

이식재(AutoBT)를 사용하여 임플란트 식립술을 시행하였다. 초기 고정, 2차 고정 시점에서 

임플란트 안정성 지수는 각각 56.6, 77.3 ISQ이었다.  
 

Ahn 등(2013)의 연구에서는 치아 소실 및 치조골 결손 환자 14명을 대상으로 1군에서는  

growth factor와 자가치아 뼈 이식재(AutoBT)를 사용하여 상악동 거상술, 수직 치조골 증대술

을 시행하였고 2군에서는 자가치아 뼈 이식재(AutoBT)를 단독사용하여 상악동 거상술, 수

직 치조골 증대술을 시행하였다. 1군에서 초기 고정, 2차 고정 시점에서 임플란트 안정성 지

수는 각각 61.8±16.7, 66.8±11.5 ISQ이었고, 2군에서는 각각 61.8±16.7, 55.9±20.47 ISQ이었다.  
 

Lee 등(2013a) 의 연구에서는 수직적 열개형 골 결손 환자 20명 을 대상으로 자가치아 뼈 

이식재(AutoBT)를 사용하여 8명에서는 흡수성 콜라겐막을 이용한 골 유도 재생술(1군)을 시

행하였고 12명에서는 비흡수성 콜라겐막을 이용한 골 유도 재생술(2군)을 시행하였다. 1군

에서 초기 고정, 2차 고정 시점에서 임플란트 안정성 지수는 각각 평균 63.64±11.81, 

78.38±6.85 ISQ이었고 2군에서는 각각 평균 65.63±8.14, 76.15±7.08 ISQ이었으며 군간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p>0.05). 
 

한민우 등(2013)의 연구에서는 46명의 환자를 대상으로 자가치아 뼈이식재를 이용한 골유

도 재생술(8례), 임플란트 식립 및 골유도 재생술(34례), 상악동골 이식술(3례), 임플란트 식

립 및 상악동골이식술(19례), 결손부 충전 이식술(2례)을 시행하였다. 식립된 임플란트 39례

에 대한 임플란트 안정성 지수는 수술 직후 시점과 수술 4개월 후 시점에서 각각 평균 67, 

76 ISQ로 보고되었으며, 53.8%(21/39례)에서 수술 후 평균 9개월 시점에서 평균 78 ISQ값을 

보여 안정적 골유착을 확인하였다.  
 

Park 등(2012)의 연구에서는 치조골 결손 환자 250명을 대상으로 자가치아 뼈 이식재

(AutoBT)를 이용한 골유도 재생술(171명), 상악동 치조능 증대술(20명), 발치창 보존술(20명)

을 시행하였다. 임플란트 안정성 지수는 초기 안정성과 2차 안정성 시점에서 각각 평균 74, 

83 ISQ로 보고되었다.  
 

김영균(2011a)의 연구에서는 치조골 결손환자 22명을 대상으로 자가치아 뼈 이식재(AutoBT)

를 이용한 골유도재생술(15명), 자가치아 뼈 이식재(AutoBT)를 이용한 상악동 골이식술(7명) 

을 시행하였다. 임플란트 안정성 지수는 골유도 재생술군이 초기고정, 이차고정에서 각각 

평균 72, 81 ISQ이었으며, 상악동골 이식술군은 평균 66, 73.4 ISQ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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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9  자가치아 유래 골 이식술의 평균 임플란트 안정성 지수(단일군 연구) 

저자 
시술 방법          

(명) 
골이식재 

추적 관찰 시점 

초기 안정성 (ISQ) 2차 안정성 (ISQ) 

Kim 등

(2014d) 
임플란트 식립술(12) 

자가치아 뼈      

이식재(AutoBT) 
56.6 77.3 

Ahn 등

(2013) 

상악동 거상술, 수직 

치조골 증대술 

(14) 

1군: growth factor +

자가치아 뼈      

이식재(AutoBT) 

61.8 66.8 

2군: 자가치아 뼈 

이식재(AutoBT) 
61.8 55.9 

Lee 등

(2013a) * 
골 유도 재생술(20) 

1군: 흡수성 콜라겐

막+자가치아 뼈  

이식재(AutoBT) 

63.64 78.38 

2군: 비흡수성 콜라

겐막+자가치아   

뼈 이식재(AutoBT) 

65.63 76.15 

한민우 등

(2013) 

골유도 재생술(8례), 임

플란트 식립 및 골유도 

재생술(34례), 상악동골 

이식술(3례), 임플란트 

식립 및 상악동골이식

술(19례), 결손부 충전 

이식술(2례) 

자가치아 뼈      

이식재 

수술 직후 시점: 

 67 

수술 4개월 후 시점: 

76 

Park 등

(2012) 

골유도 재생술(171), 상

악동 치조능 증대술

(20), 발치창 보존술(20) 

자가치아 뼈      

이식재(AutoBT) 
74 83 

김영균

(2011a) 

골유도재생술(15) 자가치아 뼈      

이식재(AutoBT) 

72 81 

상악동 골이식술(7) 67.3 73.8 

ISQ, Implant Stability Quotient 
*군간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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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 종합분석 

 

자가치아 유래 골 이식술의 안전성과 유효성은 총 29편(코호트 연구 4편; 증례연구 14편; 

증례보고 11편)의 문헌을 통해 평가하였다.  
 

자가치아 유래 골 이식술의 안전성은 총 29편의 문헌으로 평가하고자 하였으나, 이중 14편

의 문헌에서는 합병증 관련 안전성에 대한 의료결과를 언급하고 있지 않았다. 시술 관련 부

작용 또는 합병증은 4편의 연구에서 보고되지 않았으며, 8편의 연구에서는 시술 후 합병증

이 보고되지 않았다. 주합병증으로 열개창 7.5~20%(4편), 혈종 6.7~8%(3편), 상악동막 천공 

7.1~25%(2편), 상처 개방은 1편의 연구에서 12.5%(1/8명)로 보고되었으며, 부합병증으로 감

염 및 통증은 8.3~15.4%(3편)로 보고되었다. 또한, 대부분의 연구에서 열개창 및 혈종은 보

존적 치료 및 2차 치료로 양호히 치료되었음을 보고하였다.  
 

자가치아 유래 골 이식술의 유효성은 시술 성공률(이식 성공률, 조직병리학적 결과, 방사선

학적 결과), 임플란트 안정성 지수에 대한 의료결과를 총 18편의 연구를 통해 대조군과의 

비교연구 및 단일군 연구로 나누어 평가하였다.  
 

현존하는 골 이식재와 비교한 연구는 총 4편이었다.  
 

이식 성공률을 보고한 보고한 연구결과는 찾을 수 없었다.  
 

조직병리학적 결과는 총 2편의 연구(Jun et al 2014; 이지영 등 2011)로 평가하였다. 신생골 비

율은 이종골 및 동종골 이식재를 이용한 대조군은 26.5, 51.0%, 52.0%이었고 자가치아 뼈 이

식재(AutoBT)를 이용한 중재군은 31.1, 52.5%이었으며 군간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

았다. 또한, 이중 1편의 연구(이지영 등 2011)에서 직골과 층판골의 비율은 대조군 31.0, 

36.7%, 중재군 82.8%, 신생골과 골이식재 비율은 대조군 72.5, 80.3%, 중재군 81.3%로 중재

군이 다소 높게 나타났으나 군간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으며, 다른 1편의 연구

(Jun et al 2014)에서 잔존 이식재는 대조군 31%, 중재군 29%, 골수강(marrow space)은 대조군 

42%, 중재군 39.9%로 두 지표에서 군간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으나 신생골 두께

(osteoid thickness)는 대조군 8.3±3.9㎛, 중재군 13.1±5.2㎛로 군간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하

였다(p=.0.25).  
 

방사선학적 결과는 총 3편의 연구로 평가하였다. 2편의 연구에서 평균 골 높이의 증가는 대

조군 6.22~11.83mm, 중재군이 4.89, 9.07mm이었으며 군간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

다. 평균 이식재 높이 변화는 대조군 0.53~1.53mm, 중재군 0.76, 1.27mm 이었으며 군간 차이

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이중 1편의 연구(Kim et al 2014b)에서 평균 치조정 골 흡수

가 대조군 0.04mm, 중재군 0.07 mm 이었고 군간 통계적 유의성은 보고되지 않았으며, 다른 

1편의 연구(Jeong et al 2014)에서 평균 이식재 흡수율은 대조군 11.9, 14.3mm, 중재군 13.6mm 

로 군간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또한, 다른 1편의 연구(Jun et al 2014)에서 tot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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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one은 대조군 77%, 중재군 65%, 신생골 비율(new bone)은 대조군 41.9%, 중재군 37.9%, 신

생골과 total bone의 비율은 대조군 55.6%, 중재군 60.3%, 총 방사선 밀도(total core Hounsfield 

unit)는 대조군 1,486.3 HU, 중재군 1,232 HU, total core bone mineral density(BMD)는 대조군 0.34 

g/㎠, 중재군 0.28 g/㎠ , 신생골 방사선 밀도(new bone HU)는 대조군 1,223.1 HU, 중재군 

1,274 HU, 신생골 밀도(new bone BMD)는 대조군 0.27 g/㎠, 중재군 0.292 g/㎠로 각각의 변수

들에서 군간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으나, 골소주 두께는 대조군 0.07㎛, 중재군 

0.08㎛로 군간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비교연구에서 임플란트 안정성 지수는 1편(Jun et al 2014)의 연구로 평가하였다. 시술 4개월 

후 시점에서 이종골을 이용한 대조군 70.6, 중재군 64.9 ISQ이었으며 군간 차이는 통계적으

로 유의하지 않았다. 
 

단일군 연구는 총 14편이었다.  
 

자가치아 유래 골 이식술의 이식 성공률은 총 3편의 연구로 평가하였으며, 이식 성공률의 

정의는 전체 임플란트 생종률 및 골유착 여부로 보았다. 이식 성공률은 88.9~98.5%이었다.  
 

조직병리학적 결과는 총 7편의 연구로 평가하였다. 3편의 연구에서 자가치아 유래 골 이식

술 시행 후 이식재 주변에서 신생골 형성이 확인되거나 조골세포 분포를 확인하였음을 보

고하였다. 또한 4편의 연구에서 평균 신생골 형성율은 27.3~87%로 보고되었으며, 이중 1편

의 연구(김수관 등 2011)에서 평균 직골/층판골 비율은 82.9~100%, 평균 신생골/골이식재 비

율은 38.5~72.7%로 보고되었다.  
 

방사선학적 결과는 총 9편의 연구로 평가하였다. 3편의 연구에서 평균 골 높이 증가 변화는 

6~11.1mm, 2편의 연구에서 평균 이식재 높이 변화는 술후 3개월 시점에서 1.29mm, 술후 6

개월 시점에서 1.50mm이었다. 또한, 4편의 연구에서 시술 후 평균 치조정 골흡수는 

0~0.29mm로 보고되었으며, 1편의 연구(Chang et al 2014)에서 변연골 높이는 골유도 재생술 후

와 임플란트 식립 후 시점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가장 높은 상관성 보였으며(상관계수 

0.937, p<0.01), 마지막 추적관찰 시점까지 변연골 높이는 변화없는 안정성을 보고하였다. 
 

임플란트 안정성 지수는 총 6편의 연구로 평가하였다. 5편의 연구에서 초기 고정 시점에 비

해 2차 고정 시점에서 ISQ가 더 높게 보고되었으며, 다른 1편의 연구에서는 수술 직후 시

점, 수술 4개월 후 시점의 ISQ가 각각 67, 76으로 수술 후 ISQ가 상승하였을 보고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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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제언 

 

 

5.1 자가치아 유래 골 이식술 소위원회 검토결과 

 

자가치아 유래 골 이식술 소위원회는 신의료기술평가에 관한 규칙 제3조제6항에 의거 “자

가치아 유래 골 이식술”에 대해 현재 문헌에 근거하여 다음과 같이 검토결과를 제시한다. 
 

자가치아 유래 골 이식술은 발치 예정인 치아의 무기질과 유기질을 보존하여 이식재로 만

든 후 치조골 결손 시 자가이식하는 시술이다.  
 

자가치아 유래 골 이식술의 안전성과 유효성은 총 29편(코호트 연구 4편; 증례연구 14편; 

증례보고 11편)의 문헌을 통해 평가하였다.  
 

자가치아 유래 골 이식술의 안전성은 총 29편의 문헌으로 평가하고자 하였으나, 이중 14편

의 문헌에서는 합병증 관련 안전성에 대한 의료결과를 언급하고 있지 않았다. 시술 관련 부

작용 또는 합병증은 4편의 연구에서 보고되지 않았으며, 8편의 연구에서는 시술 후 합병증

이 보고되지 않았다. 주합병증으로 열개창 7.5~20%(4편), 혈종 6.7~8%(3편), 상악동막 천공 

7.1~25%(2편), 상처 개방은 1편의 연구에서 12.5%(1/8명)로 보고되었으며, 부합병증으로 감

염 및 통증은 8.3~15.4%(3편)로 보고되었다. 또한, 대부분의 연구에서 열개창 및 혈종은 보

존적 치료 및 2차 치료로 양호히 치료되었음을 보고하였다.  
 

이에 소위원회에서는 합병증률이 20% 이상 높게 나타난 2편의 연구의 경우 연구 대상자 

수가 8명, 15명으로 적었기 때문으로 판단되며, 보고된 주합병증은 대부분 보존적 치료 및 2

차 치료로 양호히 치유되었음을 보고하여 안전성에는 문제가 없는 것으로 평가하였다.  
 

자가치아 유래 골 이식술의 유효성은 시술 성공률(이식 성공률, 조직병리학적 결과, 방사선

학적 결과), 임플란트 안정성 지수에 대한 의료결과를 총 18편의 연구를 통해 대조군과의 

비교연구 및 단일군 연구로 나누어 평가하였다.  
 

현존하는 골 이식재와 비교한 연구는 총 4편이었다.  
 

이식 성공률을 보고한 연구결과는 찾을 수 없었다.  
 

조직병리학적 결과는 총 2편의 연구(Jun et al 2014; 이지영 등 2011)로 평가하였다. 신생골 비

율은 이종골 및 동종골 이식재를 이용한 대조군은 26.5, 51.0%, 52.0%이었고 자가치아 뼈 이

식재(AutoBT)를 이용한 중재군은 31.1, 52.5%이었으며 군간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

았다. 또한, 이중 1편의 연구(이지영 등 2011)에서 직골과 층판골의 비율은 대조군 31.0, 

36.7%, 중재군 82.8%, 신생골과 골이식재 비율은 대조군 72.5, 80.3%, 중재군 81.3%로 중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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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이 다소 높게 나타났으나 군간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으며, 다른 1편의 연구

(Jun et al 2014)에서는 신생골 두께(osteoid thickness)가 대조군 8.3±3.9㎛, 중재군 13.1±5.2㎛로 

중재군에서 유의하게 높은 것으로 보고되었다(p=.025).  
 

방사선학적 결과는 총 3편의 연구로 평가하였다. 2편의 연구에서 평균 골 높이의 증가는 대

조군 6.22~11.83mm, 중재군이 4.89, 9.07mm이었으며 군간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

다. 평균 이식재 높이 변화는 대조군 0.53~1.53mm, 중재군 0.76, 1.27mm 이었으며 군간 차이

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또한, 이중 1편의 연구(Kim et al 2014b)에서 평균 치조정 골 

흡수가 대조군 0.04mm, 중재군 0.07 mm 이었고 군간 통계적 유의성은 보고되지 않았다.  
 

비교연구에서 임플란트 안정성 지수는 1편(Jun et al 2014)의 연구로 평가하였다. 시술 4개월 

후 시점에서 이종골을 이용한 대조군은 70.6, 자가치아 뼈 이식재를 이용한 중재군은 64.9 

ISQ이었으며 군간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이에 소위원회에서는 비교연구 2편(무작위 임상시험연구 1편, 코호트 연구 1편)에서 가장 

중요한 평가지표인 조직병리학적 결과에서 신생골 형성 비율이 중재군과 대조군이 유사하

게 보고되었고 군간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으며, 1편의 연구에서 신생골 두께가 

중재군이 대조군에 비해 유의하게 높은 것으로 보고되어 두 군이 동등 수준의 유효성을 가

진다고 볼수 있다는 의견이었다. 또한, 방사선학적 평가에서 이식재의 공간 유지 및 안정성

은 두 군간 차이가 없었다는 의견이었다.  
 

단일군 연구는 총 14편이었다.  
 

자가치아 유래 골 이식술의 이식 성공률은 총 3편의 연구로 평가하였으며, 이식 성공률의 

정의는 전체 임플란트 생종률 및 골유착 여부로 보았다. 이식 성공률은 88.9~98.5%이었다.  
 

조직병리학적 결과는 총 7편의 연구로 평가하였다. 3편의 연구에서 자가치아 유래 골 이식

술 시행 후 이식재 주변에서 신생골 형성이 확인되거나 조골세포 분포를 확인하였음을 보

고하였다. 또한 4편의 연구에서 평균 신생골 형성율은 27.3~87%로 보고되었으며, 이중 1편

의 연구(김수관 등 2011)에서 평균 직골/층판골 비율은 82.9~100%, 평균 신생골/골이식재 비

율은 38.5~72.7%로 보고되었다.  
 

방사선학적 결과는 총 9편의 연구로 평가하였다. 3편의 연구에서 평균 골 높이 증가 변화는 

6~11.1mm, 2편의 연구에서 평균 이식재 높이 변화는 술후 3개월 시점에서 1.29mm, 술후 6

개월 시점에서 1.50mm이었다. 또한, 4편의 연구에서 시술 후 평균 치조정 골흡수는 

0~0.29mm로 보고되었으며, 1편의 연구(Chang et al 2014)에서 변연골 높이는 골유도 재생술 후

와 임플란트 식립 후 시점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가장 높은 상관성 보였으며(상관계수 

0.937, p<0.01), 마지막 추적관찰 시점까지 변연골 높이는 변화없는 안정성을 보고하였다. 
 

임플란트 안정성 지수는 총 6편의 연구로 평가하였다. 5편의 연구에서 초기 고정 시점에 비

해 2차 고정 시점에서 ISQ가 더 높게 보고되었으며, 다른 1편의 연구에서는 수술 직후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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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 수술 4개월 후 시점의 ISQ가 각각 67, 76으로 수술 후 ISQ가 상승하였을 보고하였다. 
 

따라서, 이러한 문헌적 근거를 토대로 소위원회에서는 자가치아 유래 골 이식술은 치조골 

결손 환자를 대상으로 시행시 안전성에는 문제가 없으며, 현존하는 타 골이식재와 비교시 

조직병리학적 및 방사선학적 평가 결과에서 동등한 수준의 유효성을 보여 안전하고 유효한 

의료기술로 평가하였다(권고등급 B).  
 

다만, 소수 1인의 의견으로서 동 시술이 보고된 연구들에서 현존하는 타 골이식재와 비교

시 동등한 수준의 유효성을 보였으나, 이는 2편의 문헌에 근거한 결과로서 연구대상자 수

가 각각 24명, 37명으로 적어 군간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는 것에 대해 타당한 

근거로 보기 어려워 향후 이에 대한 연구가 더 필요한 아직은 근거가 불확실한 의료기술이

라는 의견이 있었다.  
 

아울러, 소위원회에서는 동 시술의 기술명을 더 정확히 명시하기 위해 “자가치아 유래 골 

이식술”로 변경하자는 의견이었다.  

 

 

5.2 분과위원회 검토결과 

 

분과위원회에서는 1)동 기술은 발치 예정인 치아의 무기질과 유기질을 보존하여 이식재로 

만든 후 치조골 결손 시 자가이식하는 시술이다. 소위원회에서 문헌 검색을 토대로 안정성 

및 유효성에 대해 평가하였다. 안전성에 있어서는 합병증의 발생이 높지 않고, 주합병증의 

대부분은 보존적 치료 및 2차 치료로 양호히 치유되었음을 보고하여 안전성에는 문제가 없

는 것으로 평가하였다. 유효성에 있어서는 시술 성공률(이식 성공률, 조직병리학적 결과, 방

사선학적 결과), 임플란트 안정성 지수에 대한 의료결과를 기준으로 평가하였으며, 이식 성

공률을 보고한 비교 연구는 없었으나 조직병리학적, 방사선학적 결과, 임플란트 안정성 지

수 상 기존 이식재와 유효성이 크게 다르지 않다고 평가하였으며, 단일군 연구에서는 높은 

수준의 이식성공률을 보이고 있다. 소위원회 검토안의 경우 안전성과 유효한 의료기술로  

평가하였으나, 소수 의견상 보고된 연구들에서 타 이식재와 동등한 수준의 유효성을 보여

주기에는 연구 대상자 수가 부족하여 향후 연구가 더 필요하다는 소수 의견이 있었으며, 분

과 위원들 중에서도 소수의견에 동의하는 의견이 있는 바 추가적인 연구가 더 필요한 기술

로 부분 수정하는 의견을 제출하였다. 
 

2) “자가치아 유래 골 이식술”로 기술명을 변경하는 것에 대해서는 소위원회 검토안대로 찬

성하였다.    

 

 

 



자가치아 유래 골 이식술 

 
53 

5.3 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 심의결과 

 

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는 신의료기술평가에 관한 규칙 제3조제6항에 의거 “자가치아 유래 

골 이식술”에 대해 소위원회의 검토결과에 근거하여 다음과 같이 심의하였다(2014.12.26).  
 

자가치아 유래 골 이식술은 치조골 결손 환자를 대상으로 시행시 안전성에는 문제가 없으

며, 현존하는 타 골이식재와 비교시 조직병리학적 및 방사선학적 평가 결과에서 동등한 수

준의 유효성을 보여 안전성 및 유효성이 있는 의료기술로 심의하였다.  
 

다만, 무작위 임상시험 연구 1편에서 무작위 방법에 대한 근거가 불확실하여 질평가 결과

를 1-로 수정하고 권고등급은 C로 심의하고 기술명을 “자가치아 유래 골 이식술”로 변경하

는 것으로 심의하였다.  
 

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의 심의결과는 소위원회의 검토결과와 함께 2015년 1월 7일 보건복지

부장관에게 보고되었으며,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5-24호(2015.1.29.)로 개정·고시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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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평가결과 공표 

 

 

의료법 제53조제3항 및 신의료기술평가에 관한 규칙 제4조에 의한 신의료기술이 안전성·유 

효성에 대한 평가결과는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5-24호(2015.1.29.)로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

되었다.  

 

기술명 

한글명 : 자가치아 유래 골 이식술 

영문명 : Autogenous Tooth derived Bone Graft 

 

사용목적 

치조골 결손부 재생 

 

사용대상 

치조골 결손 환자 

 

시술방법 

발치 예정인 자가치아를 발치하여 이식재로 사용하기 위한 처리 과정(초음파 세척, 탈지, 

탈회, 탈수, 냉동건조 및 멸균)을 거쳐 제작된 파우더 및 블록 형태의 이식재를 치조골 결

손부위에 이식함 

 

안전성·유효성 평가결과 

자가치아 유래 골 이식술의 주합병증은 대부분 보존적 치료 및 2차 치료로 치유되어 안전

한 기술임 
 

자가치아 유래 골 이식술은 현존하는 타 골이식재와 비교시 조직병리학적 및 방사선학적 

평가 결과에서 치조골 재생에 있어 유사한 수준의 유효성을 보임 
 

따라서, 자가치아 유래 골 이식술은 치조골 결손 환자의 치조골 재생에 있어 안전하고 유효

한 기술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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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1  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 

 

 

1.1 개요 

 

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는 총 20명의 위원으로 구성되었다. 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의 활동 현

황을 간략히 소개하였다.  

 

 

1.2 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 활동 현황 

 

1.2.1 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 개최 
 

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는 2014년 1월 24일 개최된 제1차 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 2014년 2월 

28일 개최된 제2차 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 2014년 12월 26일 개최된 제11차 신의료기술평가

위원회에서 자가치아 유래 골 이식술에 대해 심의하였다.  

  

1.2.2 2014년 제1차 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 
 

▪  일시 : 2014년 1월 24일 금요일  

▪  회의내용 : 자가치아 유래 골 이식술의 신의료기술평가 대상여부 심의  

 

1.2.3 2014년 제2차 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 
 

▪  일시 : 2014년 2월 28일 금요일  

▪  회의내용 : 소위원회 구성 변경  

 

1.2.4 2014년 제11차 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 
 

▪  일시 : 2014년 12월  26일 금요일  

▪  회의내용 : 자가치아 유래 골 이식술에 대한 안전성 및 유효성 최종 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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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2  소위원회 

 

 

2.1 개요 

 

자가치아 유래 골 이식술 소위원회는 구강악안면외과 1인, 생체의공학 1인, 치주과 1인, 가

정의학과(근거중심의학) 1인 총 4인으로 구성되었으며, 소위원회 활동현황을 간략히 소개하

면 다음과 같다. 

 

 

2.2 소위원회 활동 현황  

 

자가치아 유래 골 이식술 소위원회는 2014년 3월 24일부터 2014년 12월 3일까지 약 8개월 

동안 총 4회 소위원회가 개최되었다. 

 

2.2.1 제1차 소위원회 
 

▪ 일 시 : 2014년 3월 24일 월요일  

▪ 참석위원 : 4명 참석  

▪ 회의내용 : 생체 적합성 등에 대한 안전성 관련 논의 

 

2.2.2 제2차 소위원회 
 

▪ 일 시 : 2014년 10월 10일 금요일 

▪ 참석위원 : 4명  

▪ 회의내용 : 평가목적과 평가방법에 대한 심의- PICO, 검색어 및 검색전략 확정, 문헌의 질

평가 도구 선정, 의료기술명 확정 

 

2.2.3 제3차 소위원회 
 

▪ 일 시 : 2014년 11월 20일 목요일 

▪ 참석위원 : 4명 참석  

▪ 회의내용 : 질평가 결과 및 최종 결과를 합성할 자료추출 형식 확정, 자료추출 과정에서 

고려해야 할 임상적 정보에 대한 자문 수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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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4 제4차 소위원회 
 

▪ 일 시 : 2014년 12월 3일 

▪ 참석위원 : 4명 참석  

▪ 회의내용 : 평가결과 및 제언 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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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3  문헌 검색 현황 

 

 

3.1 개요 

 

자가치아 유래 골 이식술의 평가에서 사용된 문헌 검색 현황은 아래와 같다. 문헌 검색은 

국내와 국외로 구분하고, 각 데이터베이스 별 색인 기능의 특성을 고려하여 이루어졌다. 

 

 

3.2 문헌 검색 현황 

 

3.2.1 국내 
 

국내문헌은 검색할 수 있는 데이터베이스는 다양하나 동일한 데이터베이스를 상호 공유하

는 경우가 있을 뿐 아니라 색인 기능이 미숙하여 평가 목적에 따라 조건을 둔 정확한 검색

이 어려웠다. 각 검색어에 따른 검색 문헌수와 수작업과 병행된 검색결과는 아래와 같다. 

 

데이터베이스 연번 검 색 어 관련

문헌 

검색문헌 비 고 

KoreaMed 1 autogenous tooth bone graft  11 30 
영어로 검색 

 2 autogenous teeth bone graft 2 14 
 

 3 bone grafting material using autogen 
1 3 

 

  ous tooth 
 

 4 auto-tooth bone graft material 1 1 
 

 5 autologous tooth bone graft 0 4 
 

 6 autologous teeth bone graft 0 1 
 

 7 demineralized dentin matrix 0 10 
 

 소계  12  
 

국립중앙도서관 1 자가치아 뼈이식술 0 0 상세검색-연속

간행물 검색 
 2 자가치아 뼈이식술 0 1 

 3 자가치아 뼈 이식술 0 0 

 4 autogenous tooth bone graft 0 3 

 5 autogenous teeth bone graft 0 0 

 6 autologous tooth bone graft 0 0 

 7 autologous teeth bone graft 0 0 

 8 demineralized dentin matrix 0 9 

 소계  0  

국회도서관 1 자가치아 뼈이식술 0 0 상세검색-국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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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터베이스 연번 검 색 어 관련

문헌 

검색문헌 비 고 

 2 자가치아 뼈이식술 0 0 학술기사 검

색 
 3 자가치아 뼈 이식술 0 0 

 4 autogenous tooth bone graft 0 0 

 5 autogenous teeth bone graft 0 0 

 6 autologous tooth bone graft 0 0 

 7 autologous teeth bone graft 0 0 

 8 demineralized dentin matrix 0 0 

 소계  0  

국가자료 1 자가치아 뼈이식술 0 0 상세검색 이

용 
공동목록시스템 2 자가치아 뼈이식술 0 0 

 3 자가치아 뼈 이식술 0 0 

 4 autogenous tooth bone graft 0 0 

 5 autogenous teeth bone graft 0 34 

 6 autologous tooth bone graft 0 0 

 7 autologous teeth bone graft 0 0 

 8 demineralized dentin matrix 0 0 

 소계  0   

한국교육학술정보 1 자가치아 뼈이식술 0 2 상세검색이용 

학술지 검색. 
원 (KERISS) 2 자가치아 뼈이식술 0 0 

 3 자가치아 뼈 이식술 0 0 

 4 autogenous tooth bone graft 0 0 
 

 5 autogenous teeth bone graft 0 0 
 

 6 autologous tooth bone graft 0 10 
 

 7 autologous teeth bone graft 0 4 
 

 8 demineralized dentin matrix 1 42 
 

 소계  1  
 

학술데이터베이스 1 자가치아 뼈이식술 0 0 상세검색에서 

‘전체’ 검색 

이용. 검색(KISS) 2 자가치아 뼈이식술 0 0 

 3 자가치아 뼈 이식술 0 0 
 

 4 autogenous tooth bone graft 11 15 
 

 5 autogenous teeth bone graft 11 15 
 

 6 autologous tooth bone graft 0 0 
 

 7 autologous teeth bone graft 0 0 
 

 8 demineralized dentin matrix 1 5 
 

 소계  12  
 

과학기술학회마을 1 자가치아 뼈이식술 0 0 통합검색 이

용 
2 자가치아 뼈이식술 0 0 

3 자가치아 뼈 이식술 0 0 

4 autogenous tooth bone graft 0 0 

5 autogenous teeth bone graft 0 0 

6 autologous tooth bone graft 0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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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터베이스 연번 검 색 어 관련

문헌 

검색문헌 비 고 

7 autologous teeth bone graft 0 2 

8 demineralized dentin matrix 0 16 

소계  0  

한국의학논문 1 자가치아 뼈이식술 0 0 검색필드를 

‘전체’로 하여 

검색함 데이터베이스 2 자가치아 뼈이식술 0 0 

 3 자가치아 뼈 이식술 0 0 

 4 autogenous tooth bone graft 14 19 

 5 autogenous teeth bone graft 3 7 

 6 autologous tooth bone graft 0 0 

 7 autologous teeth bone graft 0 0 

 8 demineralized dentin matrix 1 11 

 소계  15  

총계   19   

 

2.2.2 국외 
 

Ovid-MEDLINE  

구분 연번 검   색   어 검색문헌수 

Intervention 1 (autogenous adj (teeth or tooth)).mp. 53 

 2 (auto$5 adj2 graft).mp. 255 

 3 demineralized dentin matrix.mp. 73 

 4 (autologous adj (teeth or tooth)).mp. 22 

I 종합 5 OR/1-4 401 

MEDLINE   401 

 

Ovid-EMBASE 

구분 연번 검   색   어 검색문헌수 

Intervention 1 (autogenous adj (teeth or tooth)).mp. 57 

 2 (auto$5 adj2 graft).mp. 371 

 3 demineralized dentin matrix.mp. 67 

 4 (autologous adj (teeth or tooth)).mp. 23 

I 종합 5 OR/1-4 515 

EMBASE   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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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4  질 평가 도구 

 

 

 질 평가 점검표 1 : 체계적 문헌고찰과 메타분석 

 

Ref_ID  평가자  평가일  년     월      일 

제  목  
 

 SECTION 1 : 내적 타당도 

항목 평    가    내    용 평 가 기 준 비 고 

1.1 
이 연구는 적절하고 명확하게 핵심 연구문제를 

설명하였다. 

잘 수행됨           

적절하게 수행됨     

빈약하게 수행됨 

다루어지지 않음  

보고되지 않음     

적용 불가능함 

 

1.2 사용된 연구방법을 기술하였다. 

잘 수행됨           

적절하게 수행됨     

빈약하게 수행됨 

다루어지지 않음  

보고되지 않음     

적용 불가능함 

 

1.3  
문헌검색은 관련된 모든 논문을 찾기 위해 충

분했고 정밀(rigorous)하였다. 

잘 수행됨           

적절하게 수행됨     

빈약하게 수행됨 

다루어지지 않음  

보고되지 않음     

적용 불가능함 

 

1.4  적절한 논문 선택기준이 기술되었다. 

잘 수행됨           

적절하게 수행됨     

빈약하게 수행됨 

다루어지지 않음  

보고되지 않음     

적용 불가능함 

 

1.5 
논문 검색 및 평가과정은 두 사람 이상이          

독립적으로 수행하였다. 

잘 수행됨           

적절하게 수행됨     

빈약하게 수행됨 

다루어지지 않음  

보고되지 않음     

적용 불가능함 

 

1.6 연구의 질을 평가하고 산정하였다. 

잘 수행됨           

적절하게 수행됨     

빈약하게 수행됨 

다루어지지 않음  

보고되지 않음     

적용 불가능함 

 

1.7 
선택된 문헌들은 그 결과를 조합하는데            

문제가 없을 만큼 충분히 유사하다. 

잘 수행됨           

적절하게 수행됨     

빈약하게 수행됨 

다루어지지 않음  

보고되지 않음     

적용 불가능함 

 

 SECTION 2 : 문헌에 대한 전반적 평가 

2.1 
이 연구는 비뚤림(bias)을 최소화하기 위해           

얼마나 노력하였는가? 
++ + － 

2.2 
이 연구결과를 사용하는데 고려해야 할 사항을 

기재하여 주십시오. 

(예: 사용된 연구방법의 장·단점이나 전반적 평가

결과, ○＋ 또는 ○－로 평가되었을 경우 연구결과를 

사용하는데 우려되는 사항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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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 평가 점검표 2 : 무작위 임상시험 

 

Ref_ID  평가자  평가일 년      월      일 

제  목  
 

 SECTION 1 : 내적 타당도 

항목 평    가    내    용 평 가 기 준 비 고 

1.1 
이 연구는 적절하고 명확하게 핵심 연구문제를 

설명하였다. 

잘 수행됨           

적절하게 수행됨     

빈약하게 수행됨 

다루어지지 않음  

보고되지 않음     

적용 불가능함 

 

1.2 
실험군과 대조군으로의 연구대상자 할당은         

무작위 방법으로 실시되었다. 

잘 수행됨           

적절하게 수행됨     

빈약하게 수행됨 

다루어지지 않음  

보고되지 않음     

적용 불가능함 

 

1.3 
적절한 은폐법(concealment method)이 사용되었

다. 

잘 수행됨           

적절하게 수행됨     

빈약하게 수행됨 

다루어지지 않음  

보고되지 않음     

적용 불가능함 

 

1.4 
연구대상자와 연구(조사)자에게 맹검법이           

시행되었다. 

잘 수행됨           

적절하게 수행됨     

빈약하게 수행됨 

다루어지지 않음  

보고되지 않음     

적용 불가능함 

 

1.5 
연구의 시작 시점에서 실험군과 대조군은               

동질적이다. 

잘 수행됨           

적절하게 수행됨     

빈약하게 수행됨 

다루어지지 않음  

보고되지 않음     

적용 불가능함 

 

1.6 
연구과정에서 실험군과 대조군의 차이는            

단지 적용된 치료방법(treatment) 뿐이다. 

잘 수행됨           

적절하게 수행됨     

빈약하게 수행됨 

다루어지지 않음  

보고되지 않음     

적용 불가능함 

 

1.7 
모든 연구결과는 표준화되고 타당하며 신뢰적

인 방법으로 측정되었다. 

잘 수행됨           

적절하게 수행됨     

빈약하게 수행됨 

다루어지지 않음  

보고되지 않음     

적용 불가능함 

 

1.8 
연구결과는 적절한 통계방법으로 분석되었고 

p과 신뢰구간이 기술되었다. 

잘 수행됨           

적절하게 수행됨     

빈약하게 수행됨 

다루어지지 않음  

보고되지 않음     

적용 불가능함 

 

1.9 
결과분석에서 연구대상자 또는 집단은              

몇 %나 탈락되었는가? 

실험군 : (    %)   대조군 : (     %) 

연구대상자의 총 (      %)가 탈락됨 

 

1.10 
모든 연구대상자는 무작위 할당된 그룹으로써 

분석되었다. 

잘 수행됨           

적절하게 수행됨     

빈약하게 수행됨 

다루어지지 않음  

보고되지 않음     

적용 불가능함 

 

1.11 
연구는 한 장소 이상에서 시행되었고, 모든 장

소에서의 시행된 연구결과가 비교되었다. 

잘 수행됨           

적절하게 수행됨     

빈약하게 수행됨 

다루어지지 않음  

보고되지 않음     

적용 불가능함 

 

 SECTION 2 : 문헌에 대한 전반적 평가 

2.1 
이 연구는 비뚤림(bias)을 최소화하기 위해            

얼마나 노력하였는가? 
++ + － 

2.2 
이 연구결과를 사용하는데 고려해야 할 사항을 

기재하여 주십시오. 

(예: 사용된 연구방법의 장·단점이나 전반적 평가

결과, ○＋ 또는 ○－로 평가되었을 경우 연구결과를 

사용하는데 우려되는 사항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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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 평가 점검표 3 : 비무작위 임상시험 

 

Ref_ID  평가자  평가일 년      월      일 

제  목  
 

 SECTION 1 : 내적 타당도 

항목 평    가    내    용 평 가 기 준 비 고 

1.1 
이 연구는 적절하고 명확하게 핵심 연구문제를 

설명하였다. 

잘 수행됨           

적절하게 수행됨     

빈약하게 수행됨 

다루어지지 않음  

보고되지 않음     

적용 불가능함 

 

1.2 
연구의 시작 시점에서 실험군과 대조군은 동질

적이다. 

잘 수행됨           

적절하게 수행됨     

빈약하게 수행됨 

다루어지지 않음  

보고되지 않음     

적용 불가능함 

 

1.3 
연구과정에서 실험군과 대조군의 차이는 단지 

적용된 치료방법(treatment) 뿐이다. 

잘 수행됨           

적절하게 수행됨     

빈약하게 수행됨 

다루어지지 않음  

보고되지 않음     

적용 불가능함 

 

1.4 
중재(intervention)는 맹검법 또는 표준화된 프로

토콜에 따라 시행되었다. 

잘 수행됨           

적절하게 수행됨     

빈약하게 수행됨 

다루어지지 않음  

보고되지 않음     

적용 불가능함 

 

1.5 
모든 연구결과는 표준화되고 타당하며 신뢰적

인 방법으로 측정되었다. 

잘 수행됨           

적절하게 수행됨     

빈약하게 수행됨 

다루어지지 않음  

보고되지 않음     

적용 불가능함 

 

1.6 
연구결과는 적절한 통계방법으로 분석되었고, 

p과 신뢰구간이 기술되었다. 

잘 수행됨           

적절하게 수행됨     

빈약하게 수행됨 

다루어지지 않음  

보고되지 않음     

적용 불가능함 

 

1.7 
결과분석에서 연구대상자 또는 집단은 몇 %나 

탈락되었는가? 

실험군 : (    %)   대조군 : (     %) 

연구대상자의 총 (      %)가 탈락됨 

 

1.8 
모든 연구대상자는 연구 시작시점에서 할당된 

그룹으로써 분석되었다. 

잘 수행됨           

적절하게 수행됨     

빈약하게 수행됨 

다루어지지 않음  

보고되지 않음     

적용 불가능함 

 

1.9 
연구는 한 장소 이상에서 시행되었고, 모든 장

소에서의 시행된 연구결과가 비교되었다. 

잘 수행됨           

적절하게 수행됨     

빈약하게 수행됨 

다루어지지 않음  

보고되지 않음     

적용 불가능함 

 

 SECTION 2 : 문헌에 대한 전반적 평가 

2.1 
이 연구는 비뚤림 또는 혼동의 위험을 최소화

하기 위해 얼마나 노력하였는가? 
++ + － 

2.2 
이 연구결과를 사용하는데 고려해야 할 사항을 

기재하여 주십시오. 

(예: 사용된 연구방법의 장·단점이나 전반적 평가

결과, ○＋ 또는 ○－로 평가되었을 경우 연구결과를 

사용하는데 우려되는 사항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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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 평가 점검표 4 : 코호트 연구 

 

Ref_ID  평가자  평가일 년      월      일 

제  목  
 

 SECTION 1 : 내적 타당도 

항목 평    가    내    용 평 가 기 준 비 고 

1.1 
이 연구는 적절하고 명확하게 핵심 연구문제를 

설명하였다. 

잘 수행됨           

적절하게 수행됨     

빈약하게 수행됨 

다루어지지 않음  

보고되지 않음     

적용 불가능함 

 

1.2 

두 그룹은 기반(source)집단에서 선출되었고, 연

구의 주요 요인 외 다른 요인들은 모두 비교 

가능하다. 

잘 수행됨           

적절하게 수행됨     

빈약하게 수행됨 

다루어지지 않음  

보고되지 않음     

적용 불가능함 

 

1.3 
이 연구는 참여 요청된 대상자의 수와 각 그룹

별 연구된 대상자의 수를 제시하였다. 

잘 수행됨           

적절하게 수행됨     

빈약하게 수행됨 

다루어지지 않음  

보고되지 않음     

적용 불가능함 

 

1.4 
등록시점에서 참여 대상자들의 결과를 알았을 

가능성이 평가되고 분석에서 고려되었는가? 

잘 수행됨           

적절하게 수행됨     

빈약하게 수행됨 

다루어지지 않음  

보고되지 않음     

적용 불가능함 

 

1.5 
연구대상자 또는 집단은 몇 %나 탈락되었는

가? 

노출군 : (     %)   비노출군 : (     %) 

연구대상자의 총 (      %)가 탈락됨 

 

1.6 
전체 참여자와 추후관찰기간 중 누락된 연구대

상자는 노출상태 의해 비교되었다. 

잘 수행됨           

적절하게 수행됨     

빈약하게 수행됨 

다루어지지 않음  

보고되지 않음     

적용 불가능함 

 

1.7 연구결과는 명확하게 정의되었다. 

잘 수행됨           

적절하게 수행됨     

빈약하게 수행됨 

다루어지지 않음  

보고되지 않음     

적용 불가능함 

 

1.8 
결과의 평가는 노출군에 대해 맹검적으로 이루

어졌다. 

잘 수행됨           

적절하게 수행됨     

빈약하게 수행됨 

다루어지지 않음  

보고되지 않음     

적용 불가능함 

 

1.9 
맹검법이 가능하지 않은 경우, 노출상태를 아

는 것이 결과의 평가에 영향을 미친다. 

잘 수행됨           

적절하게 수행됨     

빈약하게 수행됨 

다루어지지 않음  

보고되지 않음     

적용 불가능함 

 

1.10 노출에 대한 평가 측정은 신뢰할만하다. 
잘 수행됨           

적절하게 수행됨     

빈약하게 수행됨 

다루어지지 않음  

보고되지 않음     

적용 불가능함 

 

1.11 
결과평가의 방법은 타당하고 신뢰할만하며, 이

는 다른 문헌에서 그 근거가 제시되었다. 

잘 수행됨           

적절하게 수행됨     

빈약하게 수행됨 

다루어지지 않음  

보고되지 않음     

적용 불가능함 

 

1.12 
노출의 정도나 예후인자는 한번 이상 평가 되

었다. 

잘 수행됨           

적절하게 수행됨     

빈약하게 수행됨 

다루어지지 않음  

보고되지 않음     

적용 불가능함 

 

1.13 
주요 잠재적 혼동요인이 명시되었고, 연구설계

나 분석에서 적절히 고려되어졌다. 

잘 수행됨           

적절하게 수행됨     

빈약하게 수행됨 

다루어지지 않음  

보고되지 않음     

적용 불가능함 

 

1.14 신뢰구간이 제시되었다.  

 SECTION 2 : 문헌에 대한 전반적 평가 

2.1 

이 연구는 편중(bias)의 위험, 혼동변수를 최소

화하고, 노출과 효과간의 인과관계를 확립하

기 위해 얼마나 노력하였는가? 

++ + － 

2.2 

이 연구결과를 사용하는데 고려해야 할 사항을 

기재하여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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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 평가 점검표 5 : 환자-대조군 연구 

 

Ref_ID  평가자  평가일 년     월      일 

제  목  
 

 SECTION 1 : 내적 타당도 

항목 평    가    내    용 평 가 기 준 비 고 

1.1 
이 연구는 적절하고 명확하게 핵심 연구문제를 

설명하였다. 

잘 수행됨           

적절하게 수행됨     

빈약하게 수행됨 

다루어지지 않음  

보고되지 않음     

적용 불가능함 

 

1.2 
환자군과 대조군은 비교 가능한 집단으로부

터 선정되었다. 

잘 수행됨           

적절하게 수행됨     

빈약하게 수행됨 

다루어지지 않음  

보고되지 않음     

적용 불가능함 

 

1.3 
동일한 배제준거가 환자군과 대조군에서 모

두 사용되었다. 

잘 수행됨           

적절하게 수행됨     

빈약하게 수행됨 

다루어지지 않음  

보고되지 않음     

적용 불가능함 

 

1.4 
각 그룹(환자군과 대조군)에서 몇 %의 연구

대상자가 이 연구에 참여하였는가? 

실험군 : (    %)   대조군 : (     %) 

연구대상자의 총 (      %)가 탈락됨 
 

1.5 
참여자와 비참여자간, 그들의 유사성과 차이

점이 비교되었다. 

잘 수행됨           

적절하게 수행됨     

빈약하게 수행됨 

다루어지지 않음  

보고되지 않음     

적용 불가능함 

 

1.6 
환자군은 대조군으로부터 분명하게 정의되어

지고 구별되어진다. 

잘 수행됨           

적절하게 수행됨     

빈약하게 수행됨 

다루어지지 않음  

보고되지 않음     

적용 불가능함 

 

1.7 
대조군은 비환자군(non-case)이라는 점을 명확

히 하였다. 

잘 수행됨           

적절하게 수행됨     

빈약하게 수행됨 

다루어지지 않음  

보고되지 않음     

적용 불가능함 

 

1.8 

결과 측정은 환자군의 결과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주요한 노출요인과 이를 예방할 수 있는 

지식을 알고 시행되었는가? 

잘 수행됨           

적절하게 수행됨     

빈약하게 수행됨 

다루어지지 않음  

보고되지 않음     

적용 불가능함 

 

1.9 
노출상태의 측정은 표준화되고, 타당하며, 신

뢰할만한 방법으로 이루어졌다. 

잘 수행됨           

적절하게 수행됨     

빈약하게 수행됨 

다루어지지 않음  

보고되지 않음     

적용 불가능함 

 

1.10 
주요 잠재적 혼동요인이 명시되었고, 연구설

계나 분석에서 적절히 고려되어졌다. 

잘 수행됨           

적절하게 수행됨     

빈약하게 수행됨 

다루어지지 않음  

보고되지 않음     

적용 불가능함 

 

1.11 신뢰구간이 제시되었다.  

 SECTION 2 : 문헌에 대한 전반적 평가 

2.1 이 연구는 편중(bias)의 위험, 혼동변수를 최소

화하기 위해 얼마나 노력하였는가? 
++ + － 

2.2 이 연구결과를 사용하는데 고려해야 할 사항을 

기재하여 주십시오. 

(예: 사용된 연구방법의 장·단점이나 전반적 평가

결과, ○＋ 또는 ○－로 평가되었을 경우 연구결과를 

사용하는데 우려되는 사항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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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 평가 점검표 6 : 진단법 평가 연구 

 

Ref_ID  평가자  평가일 년      월      일 

제  목  
 

 SECTION 1 : 내적 타당도 

항목 평    가    내    용 평 가 기 준 비 고 

1.1 
환자의 스펙트럼은 임상에서 검사가 수행될 

환자를 대표하였다. 

잘 수행됨           

적절하게 수행됨     

빈약하게 수행됨 

다루어지지 않음  

보고되지 않음     

적용 불가능함 

 

1.2 선택 준거가 명확하게 제시되었다. 
잘 수행됨           

적절하게 수행됨     

빈약하게 수행됨 

다루어지지 않음  

보고되지 않음     

적용 불가능함 

 

1.3 표준기준은 상태를 정확하게 분별할 수 있다. 

잘 수행됨           

적절하게 수행됨     

빈약하게 수행됨 

다루어지지 않음  

보고되지 않음     

적용 불가능함 

 

1.4 
표준기준과 중재검사간의 간격은 두 검사간 

표적상태가 변화되지 않은 만큼 합당하게 짧다. 

잘 수행됨           

적절하게 수행됨     

빈약하게 수행됨 

다루어지지 않음  

보고되지 않음     

적용 불가능함 

 

1.5 
전체표본, 또는 표본의 무작위 선택은 진단 

표준기준을 이용하여 근거를 받아들일 수 있다. 

잘 수행됨           

적절하게 수행됨     

빈약하게 수행됨 

다루어지지 않음  

보고되지 않음     

적용 불가능함 

 

1.6 
중재검사의 결과에도 불구하고 환자에게 

표준기준이 동일하게 주어졌다. 

잘 수행됨           

적절하게 수행됨     

빈약하게 수행됨 

다루어지지 않음  

보고되지 않음     

적용 불가능함 

 

1.7 
표준기준은 중재검사와 관계없이 독립적이다. 

(예: 중재검사는 표준기준과 구분되어 수행되었다) 

잘 수행됨           

적절하게 수행됨     

빈약하게 수행됨 

다루어지지 않음  

보고되지 않음     

적용 불가능함 

 

1.8 
중재검사는 해당 검사를 반복 수행할 수 

있도록 충분히 자세하게 기술되어졌다. 

잘 수행됨           

적절하게 수행됨     

빈약하게 수행됨 

다루어지지 않음  

보고되지 않음     

적용 불가능함 

 

1.9 
표준기준은 이를 반복 수행할 수 있도록 

충분히 자세하게 기술되어졌다. 

잘 수행됨           

적절하게 수행됨     

빈약하게 수행됨 

다루어지지 않음  

보고되지 않음     

적용 불가능함 

 

1.10 
중재검사 결과는 표준기준의 결과를 알지 않고 

독립적으로 해석되어졌다. 

잘 수행됨           

적절하게 수행됨     

빈약하게 수행됨 

다루어지지 않음  

보고되지 않음     

적용 불가능함 

 

1.11 
표준기준의 결과는 중재검사 결과를 알지 않고 

독립적으로 해석되어졌다. 

잘 수행됨           

적절하게 수행됨     

빈약하게 수행됨 

다루어지지 않음  

보고되지 않음     

적용 불가능함 

 

1.12 
설명할 수 없는 또는 중간단계의 검사결과가 

보고되었다. 

잘 수행됨           

적절하게 수행됨     

빈약하게 수행됨 

다루어지지 않음  

보고되지 않음     

적용 불가능함 

 

1.13 
이 연구에서 탈퇴된 부분에 대한 설명이 

제공되어졌다. 

잘 수행됨           

적절하게 수행됨     

빈약하게 수행됨 

다루어지지 않음  

보고되지 않음     

적용 불가능함 

 

 SECTION 2 : 문헌에 대한 전반적 평가 

2.1 이 연구의 결론은 얼마나 신뢰할만한가? ++ + － 

2.2 

이 연구결과를 사용하는데 고려해야 할 사항을 

기재하여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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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5 선택된 문헌의 자료 추출 

 

 

5.1 개요 

 

본 평가에 포함된 29개 문헌의 주요 자료추출 목록은 다음과 같다. 이는 출판년도 및 제1저

자의 알파벳 순으로 구분하여 기술하였다. 또한 자료추출 내용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자

료추출의 기본 서식을 소개하였다. 각 문헌의 정보를 간결하고 명확히 파악하기 위해 대부

분 기본 서식을 따르려고 노력하였으나 일부 문헌은 기술된 특성을 고려하여 기술하였다. 

 

연

번 

연구 

유형 

출판 

년도 
저자 

연구

장소 

연구     

대상     

(명) 

시술 방법(명) 골 이식재 
근거

수준 

1 

무작위 

임상시

험연구

(게재

예정) 

2014 Jun26) 한국 

상악동 후방 

잔존 골 

높이 5mm 

미만 환자 

(38) 

상악동 골시익술 

대조군: 

이종골(BioOss) 

실험군: 자가치아 뼈 

이식재(AutoBT) 

1– 

2 
코호트

연구 
2014b Kim28) 한국 - 

상악동 거상술 + 

임플란트 식립 

1군: 자가치아 뼈 

이식재(AutoBT) 
2+ 

2군: 합성골 

이식재(Osteon) 

3 
코호트

연구 
2014 Jeong23) 한국 

상악동 

골이식 환자 

(26) 

상악동 골이식술 

(30례) 

1군: 자가치아 뼈 

이식재(AutoBT) 
2– 

2군: 동종골(DFDBA) 

3군: 이종골(DBBM) 

4 
코호트

연구 
2011 이지영11) 한국 

치조골 결손 

(24) 
상악동 골이식술 

1군: 자가치아 뼈 

이식재(AutoBT) 

2– 

2군: 동종골 

(OrthoblastII) + 

이종골(Biocera) 

3군: 동종골 (DBX) + 

이종골 (BioOss) 

5 
증례 

연구 
2014 Chang20) 한국 

골유도 

재생술  

시행 환자 

(10) 

골유도재생술, 

임플란트 식립, 

보철물 시적 

(prosthesis delivery) 

자가치아 뼈 이식재 

(AutoBT) 
3 

6 
증례 

연구 
2014d Kim30) 한국 

잔존 골 

높이 4mm 

미만 환자 

(12)| 

임플란트 식립 

(13례) 

자가치아 뼈 이식재 

(AutoBT)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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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

번 

연구 

유형 

출판 

년도 
저자 

연구

장소 

연구     

대상     

(명) 

시술 방법(명) 골 이식재 
근거

수준 

7 
증례 

연구 
2013 Ahn16) 한국 

치아 소실 

및     

치조골 결손 

(14) 

상악동 거상술, 

수직 치조골 증대술 

1군: 자가치아 뼈 

이식재(AutoBT) + 

growth factor(9명) 3 

2군: 자가치아 뼈 

이식재(AutoBT)(5명) 

8 
증례 

연구 
2013b Lee41) 한국 

수직/수평 

증대술   

시행 환자 

(9) 

치조능 수직/수평 

증대술 

자가치아 뼈 이식재 

(AutoBT) 
3 

9 
증례 

연구 
2013c Kim33) 한국 

수직, 수평 

치조능 

증대술  

시행 환자 

(9) 

골유도 재생술, 

치조능 증대술, 

임플란트 식립 

자가치아 뼈 이식재 

(AutoBT) 
3 

10 
증례 

연구 
2013a Lee40) 한국 

수직적 

열개형     

골 결손  

(20) 

1군: 치아 

임플란트+흡수성 

콜라겐막을 이용한 

골유도 재생술 자가치아 뼈 이식재 

(AutoBT) 
3 

2군: 치아 

임플란트+흡수성 

콜라겐막을 이용하지 

않은 골유도 재생술 

11 
증례 

연구 
2013 한민우15) 한국 

자가치아 

뼈이식재를 

이용한 

골이식  

시행 환자 

(46) 

골유도 재생술(8례), 

임플란트 식립 + 

골유도 재생술(34례), 

상악동골 

이식술(3례), 

임플란트 식립 

+상악동골이식술(19

례), 결손부 충전 

이식술(2례) 

자가치아 뼈 이식재 

(AutoBT) 
3 

12 
증례 

연구 
2012 Park44) 한국 

치조골 결손 

(250) 

골유도 

재생술(171명), 

상악동 치조능 

증대술(20명), 

발치창 보존술 

(33명) 

자가치아 뼈 이식재 

(AutoBT): 

분말형+블록형 

3 

13 
증례 

연구 
2011 김수관4) 한국 

자가치아 

유래 골 

이식술  

시행 환자 

(7) 

임플란트 식립, 

상악동 골이식술 

자가치아 뼈 이식재 

(AutoBT)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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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

번 

연구 

유형 

출판 

년도 
저자 

연구

장소 

연구     

대상     

(명) 

시술 방법(명) 골 이식재 
근거

수준 

14 
증례 

연구 
2011a 김영균5) 한국 

치조골 결손 

(27) 

골유도재생술(15), 

상악동 골이식술 

(12) 

자가치아 뼈 이식재 

(AutoBT) 
3 

15 
증례 

연구 
2011 이정훈12) 한국 

임플란트 

식립위해 

내원한 환자 

(63) 

상악동 거상술(28), 

치아 임플란트 + 

골유도 재생술(35) 

자가치아 뼈 이식재 

(AutoBT) 
3 

16 
증례 

연구 
2011 Jeong25) 한국 

상악동 

증강술  

시행 환자 

(27) 

상악동 거상술, 

임플란트 식립 

(38례) 

자가치아 뼈 이식재 

(AutoBT) 
3 

17 
증례 

연구 
2011 정경인14) 한국 

자가치아 뼈 

이식재를 

이용한 

상악동 

증강술  

시행 환자 

(8) 

상악동 증강술 
자가치아 뼈 이식재 

(AutoBT) 
3 

18 
증례 

연구 
2010 Kim38) 한국 

치조골 결손 

(6) 
골유도 재생술 

자가치아 뼈 이식재 

(AutoBT) 
3 

19 
증례 

보고 
2014 

Um& 

Acosta46) 

한국, 

필리

핀 

잇몸 종창(1), 

치조골 

결손(1) 

임플란트 식립, 

치조능 수직 증대술 

자가치아 뼈 이식재 

(AutoBT) 
3 

20 
증례 

보고 
2013 Hara21) 일본 

편측 

구순구개열 

(1) 

골유도 재생술, 

임플란트 식립 
자가치아 뼈 이식재 3 

21 
증례 

보고 
2013 Jeong24) 한국 

양측 상악동 

절치 치낭, 

구비강 

누공(1) 

상악동 골이식술 
자가치아 뼈 이식재 

(AutoBT) 
3 

22 
증례 

보고 
2013a Kim31) 한국 

임상증상 

없는 왼쪽 

상악동 점액 

저류낭 및 

상악동골 

결손(1) 

상악동 골이식술 
자가치아 뼈 이식재 

(AutoBT)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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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

번 

연구 

유형 

출판 

년도 
저자 

연구

장소 

연구     

대상     

(명) 

시술 방법(명) 골 이식재 
근거

수준 

23 
증례 

보고 
2013 김경욱2) 한국 

생존 

불가능한 

대구치 

통증(1), 

만성치주질

환(1), 

치관/치근 

파절(1), 

만성치주염 

(1) 

임플란트 식립 
자가치아 뼈 이식재 

(AutoBT): 블록형 
3 

24 
증례 

보고 
2012 김문섭3) 한국 

수직적 

골결손(1) 

치조능 증대술, 

임플란트 식립 

자가치아 뼈 

이식재(AutoBT) 
3 

25 
증례 

보고 
2012 박인숙10) 한국 

치근단 

농양(1) 

임플란트 식립 

치조능 증대술 

자가치아 뼈 이식재 

(AutoBT): 분말형, 

root on 

3 

26 
증례 

보고 
2011b 김영균6) 한국 

만성 치근단 

농양(1), 

치조골 

결손(1) 

발치창 보존 및 

재건술 

자가치아 뼈 이식재  

(AutoBT) 
3 

27 
증례 

보고 
2011d 김영균8) 한국 

중절치 

소실(1) 
치조능 수평증대술 

자가치아 뼈 이식재 

(AutoBT) 
3 

28 
증례 

보고 
2011e 김영균9) 한국 

치조골 소실 

및 치근단 

농양(1) 

골유도 재생술 
자가치아 뼈 이식재 

(AutoBT) 
3 

29 
증례 

보고 
2011a Kim36) 한국 

협측치은 

농양(1) 
자가치아 이식술 

자가치아 뼈 이식재 

(AutoBT) 
3 

 ADDM, autogenous demineralized dentin matrix 

 

 

 

 

 

 

 

 

 

 

 

 



자가치아 유래 골 이식술 

 
71 

5.2 자료추출 서식과 내용 

 

선택문헌에 대한 자료추출은 연구대상에 대한 구분 없이 필요한 내용이 모두 포함될 수 

있도록 기본 서식을 마련하였다. 각 문헌의 정보를 간결하고 명확히 파악하기 위해 대부분 

기본 서식의 기술 방법을 따르려고 노력하였으나 일부 문헌은 기술된 특성을 고려하여 

다른 방법으로 기술하였다. 

 

5.2.1 자료 추출 서식 

 

구 분 내  용 

연구유형(연번) 1저자(출판연도) 

연구방법 ▪ 연구기간 

▪ 연구장소 

연구대상 ▪ 대상특성 

- 대상자 수 

- 남/녀 

- 나이 

▪ 포함기준 

▪ 배제기준 

▪ 추가처치 

수행시술 ▪ 시술방법  

- 골 이식재 

추적관찰 ▪ 추적관찰 기간(평균, 범위) 

▪ 장치 삽입 기간(평균, 범위) 

▪ 탈락률(%, 명) 

▪ 추적관찰 기간 중 수행된 시술 

안전성 결과 ▪ 시술 관련 부작용 또는 합병증 

▪ 시술 후 합병증 

- 합병증 사례 

∙ 주합병증 

∙ 부합병증 

유효성 결과 ▪ 시술 성공률 

- 이식 성공률 

- 조직병리학적 결과 

- 방사선학적 결과 

▪ 임플란트 안정성 지수 

기타 ▪ 질 평가 결과 

▪ 결과 해석에 참고할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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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2 자료 추출 내용 

 

구 분 내  용 

무작위        

임상시험연구  

Jun et al (2014) 

연구방법 ▪ 연구기간: 언급없음 

▪ 연구장소: 한국 

연구대상 ▪ 대상특성  

- 대조군(11명) 

∙ 나이: 평균 58.2세 

∙ 성별(남/녀): 3/8 

- 중재군(13명) 

∙ 나이: 평균 53.1세 

∙ 성별(남/녀): 7/6 

▪ 선택기준: 18세 이상, 전신적으로 건강한 환자, 잔존 골 높이 5mm 미만, 턱관절 증후군 및 

폐색증상 없는 환자, occluding dentition 

▪ 배제기준: 급성 상악동염, 상악동 방사선 치료 병력, 정신적 질환, sinus lift 시술 중 천공 발

생 환자 

수행시술 ▪ 시술방법: 상악동 거상술 

- 골 이식재  

∙ 대조군: 이종골(Bio Oss) 

∙ 중재군: 자가치아 뼈 이식재(AutoBT)  

추적관찰 ▪ 추적관찰 기간(평균, 범위) 

- 평균  4개월  

안전성 결과 ▪ 시술 관련 부작용 또는 합병증: 언급없음 

▪ 시술 후 합병증: 언급없음 

유효성 결과 ▪ 시술 성공률 

- 조직병리학적 결과(대조군/중재군/군간 p) 

∙ 신생 골형성(%): 26.5±7.1/31.1±14.5/.556 

∙ 잔존 이식재(%): 31.1±14.5/29.0±10.3/.896 

∙ 골수강(%): 42.4±16.4/39.9±18.9/.471 

∙ 신생골 두께(osteoid thickness)(㎛): 8.3±3.9/13.1±5.2/.025 

- 방사선학적 결과 

∙ total bone(%): 77.1±14.2/65.0±18.5/.051 

∙ new bone(%): 41.9±7.1/37.9±8.5/.192 

∙ new bone/total bone(%): 55.6±10.5/60.3±11.5/.377 

∙ total core Hounsfield unit(HU): 1486.3±405.6/1232.0±529.4/.245 

∙ total core bone mineral density(g/㎠): 0.34±0.1/0.28±0.1/.245 

∙ new bone HU(HU): 1223.1±107.4/1274±107.9/.217 

∙ new bone BMD(g/㎠): 0.27±0.02/0.29±0.02/.245 

∙ 골소주 두께(㎛): 0.07±0.02/0.08±0.01/.006 

▪ 임플란트 안정성 지수(ISQ)(시술 4개월 후)(대조군/중재군/군간 p 값) 

- 평균 70.6/64.9/.166 

기타 ▪ 질 평가 결과: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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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내  용 

코호트  Kim et al (2014b) 

연구방법 ▪ 연구기간: 2008.1~2010.12 

▪ 연구장소: 한국 

연구대상 ▪ 대상특성  

- 1군(18개 임플란트) 

∙ 나이: 평균 57.5세 

∙ 성별(남/녀): 8/3 

- 2군(16개 임플란트) 

∙ 나이: 평균 63.9세 

∙ 성별(남/녀): 5/6 

수행시술 ▪ 시술방법: 치조정접근을 통한 상악동 거상술과 동시에 임플란트 식립 

- 골 이식재  

∙ 1군: 자가치아 뼈 이식재(AutoBT)  

∙ 2군: 합성골 이식재(Osteon) 

추적관찰 ▪ 추적관찰 기간(평균, 범위) 

- 평균 12개월 

안전성 결과 ▪ 시술 관련 부작용 또는 합병증: 언급없음 

▪ 시술 후 합병증: 언급없음 

유효성 결과 ▪ 시술 성공률 

- 방사선학적 결과(mm) 

∙ 평균 골 높이의 증가(1군/2군/군간 p): 4.89/6.22/.460 

∙ 평균 이식재 높이 변화(1군/2군/군간 p): 0.76/0.53/.570 

∙ 평균 치조정 골흡수(crest bone resorption)(1군/2군): 0.07/.04 

기타 ▪ 질 평가 결과: 2+ 

  

 

 

 

 

 

 

 

 

 

 

 

 

 

 

 

 

 

 

 

 

 

 

 



Autogenous Tooth derived Bone Graft 

 
74 

구 분 내  용 

코호트  Jeong et al (2014) 

연구방법 ▪ 연구기간: 2010.4~2013.7 

▪ 연구장소: 한국 

연구대상 ▪ 대상특성: 상악동 골 이식 환자(26명) 

▪ 배제기준: 당뇨, 고혈압, 골다공증, 급성 상악동염, 낭 또는 종양, 진행성 만성 치주질환 및 

만성 동염 

수행시술 ▪ 시술방법: 상악동 거상술 

- 골 이식재  

∙ 자가치아 뼈 이식재(AutoBT): 6명(8례) 

∙ 동종골 이식재(DFDBA): 11명(13례) 

∙ 이종골 이식재(DBBM): 9명(9례) 

추적관찰 ▪ 추적관찰 기간(평균, 범위) 

- 평균 6개월 

안전성 결과 ▪ 시술 관련 부작용 또는 합병증: 언급없음 

▪ 시술 후 합병증: 언급없음 

유효성 결과 ▪ 시술 성공률 

- 방사선학적 결과 

∙ 평균 골 높이의 증가(elevated height) 

 

∙ 평균 이식재 높이 변화(resorption heigh) 

 

∙ 평균 이식재 흡수율(resorption ratio) 

 

기타 ▪ 질 평가 결과 : 2– 

DFDBA, demineralized freeze-dried bone allograft; DBBM, deproteinized bovine bone mineral(탈단백 우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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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내  용 

코호트  이지영 등(2011) 

연구방법 ▪ 연구기간: 2007.10~2009.9 

▪ 연구장소: 한국 

연구대상 ▪ 대상특성: 치조골 결손 환자(24명) 

- 나이: 평균 52.5세 

▪ 배제기준: 언급없음 

수행시술 ▪ 시술방법: 상악동 골이식술 

- 골 이식재  

∙ 1군: 자가치아 뼈 이식재(AutoBT):7명 

∙ 2군: 동종골+이종골 이식재(OrthoblastII, Biocera): 10명 

∙ 3군: 동종골+이종골 이식재(DBX, BioOss): 20명 

추적관찰 ▪ 추적관찰 기간(평균, 범위) 

- 평균 4개월 

안전성 결과 ▪ 시술 관련 부작용 또는 합병증: 보고되지 않음 

▪ 시술 후 합병증: 언급없음 

유효성 결과 ▪ 시술 성공률 

- 조직병리학적 결과 

∙ 신생골 비율(군간 차이: p>0.05) 

 - 1군: 52.5±10.7%(최소 37%, 최대 64%) 

 - 2군: 52.0±23.4%(최소: 39%, 최대 78%) 

 - 3군: 51.0±18.3%(최소 26%, 최대 68%) 

∙ 직골과 층판골의 비율(군간 차이: p>0.05) 

 - 1군: 82.8±15.3%(최소 69%, 최대 94%) 

 - 2군: 36.7±59.3%(최소 5%, 최대 100%) 

 - 3군: 31.0±51.2%(최소 11%, 최대 100%) 

∙ 신생골과 골이식재 비율(군간 차이: p>0.05) 

 - 1군: 81.3±10.4%(최소 21%, 최대 94%) 

 - 2군: 72.5±28.8%(최소 9%, 최대 96%) 

 - 3군: 80.3±24.0%(최소 29%, 최대 100%) 

기타 ▪ 질 평가 결과: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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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내  용 

증례연구  Chang et al (2014) 

연구방법 ▪ 연구기간: 2008.12~2010.12 

▪ 연구장소: 한국 

연구대상 ▪ 대상특성: 골유도 재싱술 시행 환자(10명) 

- 나이: 평균 55.4세 

- 성별(남/녀): 4/6 

▪ 선택기준: 전신질환 없는 환자 

▪ 배제기준: 조절불가능한 당뇨 환자, 임산부, 정신과 질환자 등 

수행시술 ▪ 시술방법: 골유도 재생술, 임플란트 식립, 보철물 시적 

- 골 이식재  

∙ 자가치아 뼈 이식재(AutoBT) 

추적관찰 ▪ 추적관찰 기간(평균, 범위) 

- 평균 3~9개월 

안전성 결과 ▪ 시술 관련 부작용 또는 합병증: 언급없음 

▪ 시술 후 합병증: 보고되지 않음 

유효성 결과 ▪ 시술 성공률 

- 방사선학적 결과:  

∙ 변연골 높이(marginal bone level)(골유도 재생술 후/임플란트 식립 후/보철물 시적 후 시점): 

군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음(p>0.05). 

∙ 변연골 높이: 골유도 재생술 후와 임플란트 식립 후 시점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가장 높

은 상관성 보임(상관계수 0.937, p<0.01)/마지막 추적관찰 시점까지 변연골 높이는 변화없

이 stable한 결과를 보임 

 

∙ 변연골 높이는 골유도 재생술 및 임플란특 식립 후 시점과 비교시 보철물 시적 후 시점에

서 남녀 간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임(p<0.05).  

 

기타 ▪ 질 평가 결과 : 해당사항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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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내  용 

증례연구  Kim et al (2014d) 

연구방법 ▪ 연구기간: 2008.11~2010.8 

▪ 연구장소: 한국 

연구대상 ▪ 대상특성: 잔존 골 높이 4mm 미만환자(12명)  

- 나이: 평균 54.5세 

- 성별(남/녀): 9/3 

▪ 선택기준: single 소구치/대구치 발치, 발치 후 골파괴, 잔존 골 높이 4mm 미만, 전신이 건

강한 환자 

▪ 배제기준: 흡연자, 과거 골이식 수술 받았던 환자, 방사선 치료 병력 환자, 상악동 질환 병

력 환자, 급성 감염 환자 

수행시술 ▪ 시술방법: 임플란트 식립(13례) 

- 골 이식재  

∙ 자가치아 뼈 이식재(AutoBT) 

추적관찰 ▪ 추적관찰 기간(평균, 범위) 

- 평균 12~34개월 

안전성 결과 ▪ 시술 관련 부작용 또는 합병증: 언급없음 

▪ 시술 후 합병증:  

- 주합병증 

∙ 열개창: 15.4%(2/13례), 2차 치료로 양호히 치료됨 

- 부합병증 

∙ 감염: 15.4%(2/13례) 

유효성 결과 ▪ 시술 성공률 

- 방사선학적 결과(평균 치조정 골흡수)(시술 후 평균 12-34개월 후): 0~0.2mm 

▪ 임플란트 안정성 지수(ISQ)(7례)(초기 고정/2차 고정) 

- 평균 56.6/77.3  

기타 ▪ 질 평가 결과: 해당사항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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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내  용 

증례연구  Ahn et al (2013) 

연구방법 ▪ 연구기간: 언급없음 

▪ 연구장소: 한국 

연구대상 ▪ 대상특성: 치아 소실 및 치조골 결손(14명) 

- 1군(9명) 

∙ 나이: 52.1세 

∙ 성별(남/녀):3/6 

- 2군(5명) 

∙ 나이: 52.2세 

∙ 성별(남/녀): 4/1 

▪ 선택기준: 턱뼈가 완전히 성장한 18세 이상, 전신질환 없는 자, 치아 소실 및 치조골 

결손으로 임플란트 식립 및 골 이식이 필요한 환자, 비정상적 턱관절 및 불안정한 occlusal 

interference를 보이는 환자, 임상 시험에 동의한 환자 

▪ 배제기준 : 조절불가능한 질환자, 임산부, 정신과 질환자, 임상시험이 윤리적으로 시행 불

가능하거나 임플란트 식립이 어려운 환자 

수행시술 ▪ 시술방법: 상악동 거상술, 수직 치조골 증대술  

- 골 이식재  

∙ 1군: 자가치아 뼈 이식재(AutoBT) +growth factor 

∙ 2군: 자가치아 뼈 이식재(AutoBT) 

추적관찰 ▪ 추적관찰 기간(평균, 범위) 

- 평균 3.7개월 

안전성 결과 ▪ 시술 관련 부작용 또는 합병증: 언급없음 

▪ 시술 후 합병증: 열개창, 감염 등은 보고되지 않음 

유효성 결과 ▪ 시술 성공률 

- 방사선학적 결과: 

∙ Hounsfield unit(술전/술후/변화량)(HU) 

 - 1군: 323.1/960.0/636.9 

 - 2군: 202.1/836.7/634.7 

∙ 골높이 증가(술전/술후/변화량)(mm) 

 - 1군: 4.8/12.4/7.6 

 - 2군: 4.9/16.0/11.1 

▪ 임플란트 안정성 지수(ISQ)(초기 고정/2차 고정) 

- 1군: 61.8±16.7/66.8±11.5 

- 2군: 61.8±16.7/55.9±20.4 

기타 ▪ 질 평가 결과 : 해당사항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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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내  용 

증례연구  Lee et al (2013b) 

연구방법 ▪ 연구기간: 2009.3~2010.4 

▪ 연구장소: 한국 

연구대상 ▪ 대상특성: 환자 9명 

- 나이: 평균 49.9세 

- 성별(남/녀): 7/2 

▪ 선택기준: AutoBT 치료를 위해 치아 발치한 환자, 임상시험 동의자, 정신적으로 건강한 환

자, 치조골 결손을 보이는 환자 

▪ 배제기준: 수술부위 골 이식, 방사선 치료, 상악동 질환, 급성 감염 등의 병력 환자 

수행시술 ▪ 시술방법: 수직, 수평증대술(26례) 

- 골 이식재  

∙ 자가치아 뼈 이식재(AutoBT) 

추적관찰 ▪ 추적관찰 기간(평균, 범위) 

- 평균 30개월 

안전성 결과 ▪ 시술 관련 부작용 또는 합병증: 보고되지 않음 

▪ 시술 후 합병증:  

- 주합병증: 열개창(2례, 8%), 혈종(2례, 8%): 보존적 치료로 치료됨 

유효성 결과 ▪ 시술 성공률(성공률 정의: 전체 임플란트 생존률) 

- 이식 성공률: 96% 

기타 ▪ 질 평가 결과: 해당사항 없음 

 

 

 

 

 

 

 

 

 

 

 

 

 

 

 

 

 

 



Autogenous Tooth derived Bone Graft 

 
80 

구 분 내  용 

증례연구  Kim et al (2013c) 

연구방법 ▪ 연구기간: 2009.3~2010.6 

▪ 연구장소: 한국 

연구대상 ▪ 대상특성: 환자 9명 

- 나이: 평균 49.9세 

- 성별(남/녀): 7/2 

▪ 선택기준: 언급없음  

▪ 배제기준: 언급없음  

수행시술 ▪ 시술방법: 치아 임플란트, 골유도 재생술, 치조능 증대술 

- 골 이식재  

∙ 자가치아 뼈 이식재(AutoBT): 9명 

추적관찰 ▪ 추적관찰 기간(평균, 범위) 

- 24~36개월 

안전성 결과 ▪ 시술 관련 부작용 또는 합병증: 언급없음 

▪ 시술 후 합병증: 언급없음 

유효성 결과 ▪ 시술 성공률 

- 이식 성공률: 88.9%(8/9명) 

∙ 1명에서 implant failure를 보고함 

기타 ▪ 질 평가 결과: 해당사항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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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내  용 

증례연구  Lee et al (2013a) 

연구방법 ▪ 연구기간: 2009.3~2012.5 

▪ 연구장소: 한국 

연구대상 ▪ 대상특성: 수직적 열개형 골 결손(20명,  30개 임플란트) 

- 1군: 흡수성 콜라겐막을 이용한 골 유도 재생술군(8명) 

∙ 나이: 평균 49.88세(26-68세) 

∙ 성별(남/녀): 7/1 

- 2군: 비흡수성 콜라겐막을 이용한 골 유도 재생술군(12명) 

∙ 나이: 평균 57세(34-72세) 

∙ 성별(남/녀): 8/4 

▪ 선택기준: AutoBT를 이용한 골유도 재생술과 임플란트 식립 후 수직적 열개형 골 결손 

1~8mm 이하 및 전신질환을 통제받은 환자 

수행시술 ▪ 시술방법: 골 유도 재생술 

- 골 이식재  

∙ 자가치아 뼈 이식재(AutoBT) 

추적관찰 ▪ 추적관찰 기간(평균, 범위) 

- 1~7 개월 

안전성 결과 ▪ 시술 관련 부작용 또는 합병증: 언급없음  

▪ 시술 후 합병증  

- 주합병증  

∙ 1군: 상처 개방(12.5%, 1명)-보존적 치료로 감염없이 치료됨 

- 부합병증 

∙ 2군: 간헐적 통증(8.3%, 1명)  

유효성 결과 ▪ 시술 성공률 

- 방사선학적 결과(1군/2군/군간 p) 

∙ 평균 골결손량(baseline)): 2.38±0.28/2.58±0.34mm/>0.05 

∙ 평균 bone level change: 2.19±0.32/2.35±0.40 mm />0.05 

∙ 평균 bone gain: 89.06±27.33/86.92±22.7%/>0.05 

▪ 임플란트 안정성 지수(ISQ)(초기 고정/2차 고정) 

- 1군: 평균 63.64±11.81/78.38±6.85   

- 2군: 평균 65.63±8.14/76.15±7.08  

- 군간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음(p>0.05) 

기타 ▪ 질 평가 결과: 해당사항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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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용 

증례연구  한민우 등(2013) 

연구방법 ▪ 연구기간: 2010.4~2013.2 

▪ 연구장소: 한국 

연구대상 ▪ 대상특성: 자가치아 뼈 이식재를 이용하여 골이식을 시행한 환자(46명) 

- 나이: 평균 45세 

- 성별(남/녀): 32/14 

▪ 선택기준: 치과에서 발치 후 자가치아 뼈 이식재를 이용하여 골이식을 시행한 환자 

수행시술 ▪ 시술방법: 골유도 재생술(8례), 골유도 재생술과 동시에 임플란트 식립(34례), 상악동 골이

식술(3례), 상악동골 이식술과 동시에 임플란트 식립(19례), 골이식 후 임플란트 식립(13

례), 결손부 충전 이식술(2례) 

 - 골 이식재  

∙ 자가치아 뼈 이식재 

추적관찰 ▪ 추적관찰 기간(평균, 범위) 

- 평균 4~9개월 

안전성 결과 ▪ 시술 관련 부작용 또는 합병증: 보고되지 않음  

▪ 시술 후 합병증 : 보고되지 않음 

유효성 결과 ▪ 시술 성공률 

- 조직병리학적 결과(골유도 재생술 2례): 이식재 주변 연속적 골소주 양상, 신생골 형성 관

찰, 조골세포 분포 확인 

- 방사선학적 결과:  

∙ 골유도 재생술군(14례): 평균 8개월 보철물 부하 후 평균 0.29mm의 치조정 골흡수량 보임 

∙ 상악동 골이식군(14례): CT 촬영결과 술 전 평균 7.15mm에서 수술 직후 16.41mm로 평균 

9.2mm 상악동골 증대량 보임. 보철물 부하 후 평균 7.6개월 후 0.66mm 골흡수량 보임 

▪ 임플란트 안정성 지수(ISQ)(임플란트 식립 39례)(수술직후/수술 4개월 후) 

-  평균 67/76 

∙ 39례 중 21례에서 수술 평균 9개월 후 평균 78 ISQ값을 보여 안정적 골유착을 확인함. 

 

기타 ▪ 질 평가 결과 : 해당사항 없음 

ISQ, implant stability quotient; POD, post-operative day; GBR, guided bone regener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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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내  용 

증례연구  Park et al (2012) 

연구방법 ▪ 연구기간: 2009.9~2011.8 

▪ 연구장소: 한국 

연구대상 ▪ 대상특성: 치조골 결손 환자(250명, 133례 임플란트) 

- 나이: 평균 50.8세 

- 성별(남/녀): 154/96 

수행시술 ▪ 시술방법: 골유도 재생술(171명), 상악동 치조능 증대술(20명), 발치창 보존술(33명) 

- 골 이식재 

∙ 자가치아 뼈 이식재(AutoBT) 

추적관찰 ▪ 추적관찰 기간(평균, 범위) 

- 평균 9개월 

안전성 결과 ▪ 시술 관련 부작용 또는 합병증: 언급없음  

▪ 시술 후 합병증  

- 주합병증:  

∙ 열개창(10례, 7.5%): 7례에서 치조정 골흡수(crestal bone loss) 없이 2차 치료로 치료됨, 3례에

서 평균 치조정 골흡수량 2mm로 보고됨 

∙ 혈종(9례, 6.8%): 수술 후 다른 문제없이 치료됨 

유효성 결과 ▪ 시술 성공률 

- 이식 성공률: 98.5%(131/133례) 

- 조직병리학적 결과(6명, 평균 3.5개월 후 시점): 새로운 뼈 형성 보임(층판뼈, 해면골조직, 

골모세포 등) 

- 방사선학적 결과(평균 6개월 후 시점):  

∙ 하악골: 평균 치조정 골흡수량 0.29mm(0-3.0mm) 

∙ 상악골: 평균 치조정 골흡수량 0.1mm 

▪ 임플란트 안정성 지수(ISQ)(초기 안정성/2차 안정성) 

- 평균 74/83 

기타 ▪ 질 평가 결과: 해당사항 없음 

ISQ, implant stability quotient; POD, post-operative day; GBR, guided bone regener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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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내  용 

증례연구  김수관 등(2011) 

연구방법 ▪ 연구기간: 2009.6~9.  

▪ 연구장소: 한국 

연구대상 ▪ 대상특성: 자가치아 유래 골 이식술 시행 환자 

▪ 선택기준 

∙ 임플란트 주변 골이식술: 수직 및 수평적으로 2mm 이상의 골결손이 존재하는 경우 

∙ 상악동 골이식술: 상악동저까지 잔존골 높이가 5mm 이하인 환자 

수행시술 ▪ 시술방법: 임프란트 식립과 동시에 골이식술, 상악동점막 거상술과 골이식술 

- 골 이식재 

∙ 자가치아 뼈 이식재(AutoBT)  

추적관찰 ▪ 추적관찰 기간(평균, 범위) 

- 임플란트 주변 골이식술 시행군 

∙ 1군: 2개월 후 

∙ 2군: 4개월 후 

- 상악동 골이식술: 4개월 후 

안전성 결과 ▪ 시술 관련 부작용 또는 합병증: 언급없음 

▪ 시술 후 합병증: 언급없음 

유효성 결과 ▪ 시술 성공률 

- 조직병리학적 결과(임플란트 주변 골이식술): 

∙ 1군(6개 조직시편): 신생골 형성이 자가치아 뼈 이식재 주변에서 식별됨, 직골 형성 확인 

∙ 2군(7개 조직시편): 골 이식재 주변에 신생골 형성, 소주골 형태 관찰됨, 골이식재 주변에 

국소적인 층판골 형성 및 소주 형태의 신생 직골 관찰됨, 일부 시편에서 신생골 유합 소

견 관찰됨 

∙ 평균 신생골 형성율(%)(1군/2군/군간 p): 27.3/46.9/0.133 

∙ 평균 직골/층판골 비율(%) (1군/2군/군간 p): 100/86.1/0.036 

∙ 평균 신생골/골이식재 비율(%): 38.5/63.1/0.062 

- 조직병리학적 결과(상악동 골이식술, 7개 조직시편): 

∙ 골이식재 주변 신생골 형성 관찰, 신생골 유합소견 보임 

∙ 평균 신생골 형성율: 46.6% 

∙ 평균 직골/층판골 비율: 82.9% 

∙ 평균 신생골/골이식재 비율: 72.7% 

기타 ▪ 질 평가 결과 : 해당사항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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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내  용 

증례연구  김영균(2011a) 

연구방법 ▪ 연구기간 : 2009.6~9 

▪ 연구장소 : 한국 

연구대상 ▪ 대상특성 :  

- 골유도 재생술군(15명) 

∙ 나이: 평균 49.9세(27~68세) 

∙ 성별(남/녀): 8/7 

- 상악동골 이식술군(7명, 12례) 

∙ 나이: 평균 58.8세(49~76세) 

∙ 성별(남/녀): 6/1 

▪ 선택기준: 자가치아 뼈 이식재를 이용하여 골유도 재생술 및 상악동 골이식과 동시에 임

플란트 식립술이 시행된 환자 

수행시술 ▪ 시술방법 : 골유도 재생술(23개 임플란트, 흡수성 콜라겐막 사용 7명, 흡수성 콜라겐막 미

사용 8명), 상악동골 이식술(7명에서 골유도 재생술 동반 시술) 

- 골 이식재 

∙ 자가치아 뼈 이식재(AutoBT)   

추적관찰 ▪ 추적관찰 기간(평균, 범위) 

- 골유도 재생술군: 평균 9개월(4-13개월) 

- 상악동골 이식술군: 평균 6개월(1-10개월) 

안전성 결과 ▪ 시술 관련 부작용 또는 합병증 : 언급없음 

▪ 시술 후 합병증  

- 주합병증: 

∙ 골유도 재생술군  

- 열개창(3명, 20%): 2명에서 양호한 이차 치유됨, 1명(2개 임플란트)에서 치조정골 소실 보임

(각각 2.7, 1.9mm) 

- 혈종(1명, 6.7%): 큰 문제점 없이 해소됨. 

∙ 상악동골 이식술군 

- 열개창(1명, 14.3%): 양호한 이차치유됨 

유효성 결과 ▪ 시술 성공률 

- 조직병리학적 결과 

∙ 골유도 재생술군 

- 골이식 2개월 후(6개 조직시편): 골이식재 주변에 미성숙 신생골 형성 관찰(신생골 형성: 

평균 27.3%), 골이식재 유합 양상 보임 

- 골이식 4개월 후(7개 조직시편): 골이식재 주변에 신생 소주골 상호문한 소견(신생골 형성: 

평균 46.9%), 일부에서 성숙한 층판골 관찰 

- 방사선학적 결과 

∙ 골유도 재생술군(치조정골 흡수량): 평균 0.27mm(최소 0mm, 최대 2.7mm) 

∙ 상악동골 이식술군(치조정골 흡수량): 0~0.20 mm 

▪ 임플란트 안정성 지수(ISQ) 

- 골유도 재생술군(초기고정/이차고정): 평균 72/81 

- 상악동골 이식술군(초기고정/이차고정): 평균 67.3/73.8 

기타 ▪ 질 평가 결과 : 해당사항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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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용 

증례연구  이정훈 등(2011) 

연구방법 ▪ 연구기간: 2008~2010 

▪ 연구장소: 한국 

연구대상 ▪ 대상특성: 임플란트 식립 위해 내원한 환자(63명) 

- 나이: 18~73세 

- 성별(남/녀): 48/15 

▪ 선택기준: 당뇨, 골다공증 등 전신질환, 낭이나 종양 등의 병리학적 원인으로 발생한 골결

손부 

수행시술 ▪ 시술방법: 상악동 거상술(28명) 

- 골 이식재 

∙ 자가치아 뼈 이식재(AutoBT) 

추적관찰 ▪ 추적관찰 기간(평균, 범위) 

- 3, 6개월 시점 

안전성 결과 ▪ 시술 관련 부작용 또는 합병증: 언급없음 

▪ 시술 후 합병증 

- 주합병증: 

∙ 상악동막 천공(2명, 7.1%): 흡수성 차단막 이용한 상악동 거상술 시행 후 합병증 발생하지 

않음 6개월 후 시점에서 합병증 보고되지 않음 

유효성 결과 ▪ 시술 성공률 

- 방사선학적 결과(잔존골 높이 분석결과) 

∙ 자료 제공 동의 구한 14명의 환자 

- 평균 골 흡수량(mm)(술후 3개월/술후 6개월): 0.9/1.00 유의한 차이 보이지 않음 

∙ AutoBT 단독 사용군 

- 평균 이식재 높이 변화(mm) 

 AutoBT 

술후 3개월 1.29±0.47 

술후 6개월 1.50±0.28 

∙ 자가치아 뼈 이식재를 이용한 상악동 거상술 시행군(6명, 7례) 

- 평균 골높이 증가 변화(mm) (초기/시술 후/시술 3개월 후): 6.8/14.1/12.8 

기타 ▪ 질 평가 결과: 해당사항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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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내  용 

증례연구   Jeong et al (2011) 

연구방법 ▪ 연구기간:  2009.6-2010.11 

▪ 연구장소: 한국 

연구대상 ▪ 대상특성: 상악동 증강술 시행 환자(27명, 임플란트 38개) 

▪ 선택기준:  언급없음 

수행시술 ▪ 시술방법: 상악동 거상술, 임플란트 식립 

- 골 이식재 

∙ 자가치아 뼈 이식재(AutoBT)  

추적관찰 ▪ 추적관찰 기간(평균, 범위) 

- 평균 8.7개월 시점 

안전성 결과 ▪ 시술 관련 부작용 또는 합병증: 언급없음 

▪ 시술 후 합병증: 언급없음 

유효성 결과 ▪ 시술 성공률 

- 조직병리학적 결과(자가치아 유래 골 이식술 시행한 8명의 환자): 새로운 뼈 형성 확인됨 

기타 ▪ 질 평가 결과: 해당사항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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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내  용 

증례연구   정경인 등(2011) 

연구방법 ▪ 연구기간: 2008  

▪ 연구장소: 한국 

연구대상 ▪ 대상특성: 자가치아 뼈 이식재를 이용한 상악동 증강술 시행 환자 

▪ 선택기준: 언급없음 

수행시술 ▪ 시술방법: 상악동 증강술(8명) 

- 골 이식재 

∙ 자가치아 뼈 이식재(AutoBT)  

추적관찰 ▪ 추적관찰 기간(평균, 범위) 

- 평균 3~6개월 시점 

안전성 결과 ▪ 시술 관련 부작용 또는 합병증: 보고되지 않음 

▪ 시술 후 합병증 

- 주합병증 

∙ 상악동 천공(2명, 25%) 

- 부합병증 

∙ 감염(1명, 12.5%) 

유효성 결과 ▪ 시술 성공률 

- 조직병리학적 결과(자가치아 뼈 이식재(AutoBT) 사용한 5명): 새로운 골형성 확인됨 

- 방사선학적 결과(vertical bone height 흡수율) 

∙ 수술 3개월 후: 1.29±0.474mm 

∙ 수술 6개월 후: 1.50±0.289 mm 

기타 ▪ 질 평가 결과: 해당사항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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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내  용 

증례연구   Kim et al (2010) 

연구방법 ▪ 연구기간: 언급없음   

▪ 연구장소: 한국 

연구대상 ▪ 대상특성: 치조골 결손(6명) 

▪ 선택기준: 언급없음 

수행시술 ▪ 시술방법: 골유도 재생술과 임플란트 식립  

- 골 이식재 

∙ 자가치아 뼈 이식재(AutoBT) 

추적관찰 ▪ 추적관찰 기간(평균, 범위) 

- 평균 3~6개월  

안전성 결과 ▪ 시술 관련 부작용 또는 합병증: 언급없음 

▪ 시술 후 합병증: 언급없음  

유효성 결과 ▪ 시술 성공률 

- 조직병리학적 결과: 46~87%의 새로운 뼈 형성을 보임 

기타 ▪ 질 평가 결과: 해당사항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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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내  용 

증례보고   Um & Acosta(2014) 

연구방법 ▪ 연구기간: 언급없음   

▪ 연구장소: 한국, 필리핀 

연구대상 ▪ 대상특성  

- 증례1: 잇몸 종창(1명) 

∙ 나이: 60세 

∙ 성별: 남성 

- 증례2: 치조골 결손(1명) 

∙ 나이: 47세 

∙ 성별: 여성  

수행시술 ▪ 시술방법 

- 증례1: 임플란트 식립 

- 증례2: 치조능 수직 증대술 

- 골 이식재 

∙ 자가치아 뼈 이식재(AutoBT) 

추적관찰 ▪ 추적관찰 기간(평균, 범위) 

- 평균 3개월 

안전성 결과 ▪ 시술 관련 부작용 또는 합병증: 언급없음 

▪ 시술 후 합병증: 언급없음  

기타 ▪ 질 평가 결과: 해당사항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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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내  용 

증례보고   Hara et al(2013) 

연구방법 ▪ 연구기간: 언급없음   

▪ 연구장소: 일본 

연구대상 ▪ 대상특성: 편측 구순구개열(1명) 

- 나이: 9세 

- 성별: 여자 

수행시술 ▪ 시술방법: 치조열 재건을 위한 상악동 이식술  

- 골 이식재 

∙ 자가치아 뼈 이식재 

추적관찰 ▪ 추적관찰 기간(평균, 범위) 

- 평균 12개월  

안전성 결과 ▪ 시술 관련 부작용 또는 합병증: 언급없음 

▪ 시술 후 합병증: 언급없음  

기타 ▪ 질 평가 결과: 해당사항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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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내  용 

증례보고  Jeong et al (2013) 

연구방법 ▪ 연구기간: 언급없음   

▪ 연구장소: 한국 

연구대상 ▪ 대상특성: 양측 상악동 절치 치낭, 구비강 누공  환자(1명) 

수행시술 ▪ 시술방법: 치조골 결손 재건을 위한 상악동 골 이식술 

- 골 이식재 

∙ 자가치아 뼈 이식재(AutoBT) 

추적관찰 ▪ 추적관찰 기간(평균, 범위) 

- 평균 9개월  

안전성 결과 ▪ 시술 관련 부작용 또는 합병증: 언급없음 

▪ 시술 후 합병증: 감염 및 누공은 보고되지 않음 

기타 ▪ 질 평가 결과: 해당사항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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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내  용 

증례보고   Kim et al (2013a) 

연구방법 ▪ 연구기간: 언급없음   

▪ 연구장소: 한국 

연구대상 ▪ 대상특성: 임상증상 없는 왼쪽 상악동 점액 저류낭 및 상악동골 결손 환자(1명) 

수행시술 ▪ 시술방법: 상악동 골이식술  

- 골 이식재 

∙ 자가치아 뼈 이식재(AutoBT) 

추적관찰 ▪ 추적관찰 기간(평균, 범위) 

- 평균 9개월  

안전성 결과 ▪ 시술 관련 부작용 또는 합병증: 언급없음 

▪ 시술 후 합병증: 보고되지 않음 

기타 ▪ 질 평가 결과: 해당사항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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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내  용 

증례보고  김경욱(2013) 

연구방법 ▪ 연구기간: 언급없음   

▪ 연구장소: 한국 

연구대상 ▪ 대상특성:  

- 증례1: 36세 여성(치주치료 및 보존치료를 통해 생존시킬 가능성이 불가능한 하악 우측 제

2대구치 통증과 동요를 호소하여 내원한 환자) 

- 증례2: 47세 여성(만성치주질환) 

- 증례3: 53세 여성(하악좌측 제1대구치 치관 및 치근 파절) 

- 증례4: 47세 여성(만성치주염으로 동통 및 동요도를 호소하여 내원한 환자) 

수행시술 ▪ 시술방법: 임플란트 식립 

- 골 이식재 

∙ 자가치아 뼈 이식재(AutoBT) 

추적관찰 ▪ 추적관찰 기간(평균, 범위) 

- 평균 3개월 후 시점 

안전성 결과 ▪ 시술 관련 부작용 또는 합병증: 언급없음 

▪ 시술 후 합병증: 보고되지 않음  

기타 ▪ 질 평가 결과: 해당사항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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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내  용 

증례보고  김문섭 등(2012) 

연구방법 ▪ 연구기간: 언급없음   

▪ 연구장소: 한국 

연구대상 ▪ 대상특성: 좌측 제1대구치 심한 수직적 골결손 환자(1명) 

- 나이: 54세 

- 성별: 남성 

수행시술 ▪ 시술방법: 치조능 증대술, 임플란트 식립 

- 골 이식재 

∙ 자가치아 뼈 이식재  

추적관찰 ▪ 추적관찰 기간(평균, 범위) 

- 평균 7개월 

안전성 결과 ▪ 시술 관련 부작용 또는 합병증: 언급없음 

▪ 시술 후 합병증: 언급없음  

기타 ▪ 질 평가 결과: 해당사항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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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내  용 

증례보고  박인숙(2012) 

연구방법 ▪ 연구기간: 언급없음   

▪ 연구장소: 한국 

연구대상 ▪ 대상특성: 치근단 농양(1명) 

- 나이: 38세 

- 성별: 남성 

수행시술 ▪ 시술방법: 치조능 증대술, 임플란트 식립  

- 골 이식재 

∙ 자가치아 뼈 이식재(AutoBT) 

추적관찰 ▪ 추적관찰 기간(평균, 범위) 

- 평균 13개월 

안전성 결과 ▪ 시술 관련 부작용 또는 합병증: 언급없음 

▪ 시술 후 합병증: 언급없음  

기타 ▪ 질 평가 결과: 해당사항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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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내  용 

증례보고  김영균 등(2011b) 

연구방법 ▪ 연구기간: 2009~2010 

▪ 연구장소: 한국 

연구대상 ▪ 대상특성  

- 증례1: 48세 남성, 만성 치근단 농양 

- 증례2: 47세 남성, 치조골 파괴  

수행시술 ▪ 시술방법: 증례1-임플란트 식립, 증례2-상악동 골이식술, 임플란트 식립 

- 골 이식재 

∙ 자가치아 뼈 이식재(AutoBT) 

추적관찰 ▪ 추적관찰 기간(평균, 범위) 

- 평균 2개월 

안전성 결과 ▪ 시술 관련 부작용 또는 합병증: 언급없음 

▪ 시술 후 합병증: 언급없음 

기타 ▪ 질 평가 결과: 해당사항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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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내  용 

증례보고  김영균 등(2011d) 

연구방법 ▪ 연구기간: 2009~2010 

▪ 연구장소: 한국 

연구대상 ▪ 대상특성: 상악 양측 중절치 소실 환자(3명)  

- 나이: 63세 

- 성별: 여성 

수행시술 ▪ 시술방법: 치조능 수평증대술 및 임플란트 식립(1명), 골유도 재생술 및 임플란트 식립(2

명) 

- 골 이식재 

∙ 자가치아 뼈 이식재(AutoBT)  

추적관찰 ▪ 추적관찰 기간(평균, 범위) 

- 평균 3~6개월 

안전성 결과 ▪ 시술 관련 부작용 또는 합병증: 언급없음 

▪ 시술 후 합병증: 언급없음 

기타 ▪ 질 평가 결과: 해당사항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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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내  용 

증례보고  김영균 등(2011e) 

연구방법 ▪ 연구기간: 2009 

▪ 연구장소: 한국 

연구대상 ▪ 대상특성: 치조골 소실 및 치근단 농양 환자(1명)  

- 나이: 44세 

- 성별: 남성 

수행시술 ▪ 시술방법: 치조능 증대술, 골유도 재생술, 임플란트 식립 

- 골 이식재 

∙ 자가치아 뼈 이식재(AutoBT)  

추적관찰 ▪ 추적관찰 기간(평균, 범위) 

- 평균 6개월 

안전성 결과 ▪ 시술 관련 부작용 또는 합병증: 언급없음 

▪ 시술 후 합병증: 언급없음 

기타 ▪ 질 평가 결과: 해당사항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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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내  용 

증례보고  Kim et al (2011a) 

연구방법 ▪ 연구기간: 2009.6~ 

▪ 연구장소: 한국 

연구대상 ▪ 대상특성: 왼쪽 하악 제1대구치의 협측치은 농양(1명) 

- 나이: 37세 

- 성별: 남성 

수행시술 ▪ 시술방법: 자가치아이식술 

- 골 이식재 

∙ 자가치아 뼈 이식재(AutoBT)  

추적관찰 ▪ 추적관찰 기간(평균, 범위) 

- 평균 10개월 

안전성 결과 ▪ 시술 관련 부작용 또는 합병증: 언급없음 

▪ 시술 후 합병증:  

- 부합병증: 불편감이나 통증 보고되지 않음 

기타 ▪ 질 평가 결과: 해당사항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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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6  배제된 문헌 목록과 사유  

 

 

6.1 개요 

 

평가에 포함되지 않은 문헌들과 그 배제 사유는 다음과 같다. 제1저자를 기준으로 알파벳

순으로 나열하였다. 실제 중복 검색된 문헌외 배제기준에 의해 제외된 문헌은 총 529편(국

내 4편, 국외 525편)으로 해당 문헌의 목록과 사유를 기술하였다. 

 

 

6.2 배제된 문헌목록과 사유 

 

6.2.1 국내 

 
1. 이지영, 김영균. 자가치아 골이식술의 후향적 관찰연구. 구강생물학연구 2012; 36: 39-43.  

배제사유 : 적절한 의료결과를 하나이상 보고하지 않은 연구 

2. 정재호, 이재훈. 자가치아 뼈 이식재의 발치와내 이식 후 골 치유 양상에 관한 연구. 

대한구강악안면외과학회지 2011; 37: 365-374.  

배제사유 : 자가치아 유래 골 이식술(Autogenous Tooth derived Bone Graft)이 수행되지 않은 연구 

3. 황홍준, 김영욱, 모동엽, 이장렬, 김현철, 이상철. 발치 즉시 제작된 자가탈회상아기질을 

이용한 골증대술에 대한 증례보고 및 조직학적 고찰. 대한치과이식임플란트학회지 2012; 31: 

9-14. 

배제사유 : 자가치아 유래 골 이식술(Autogenous Tooth derived Bone Graft)이 수행되지 않은 연구 

4. 김영균, 김수관, 엄인웅. 자가치아골이식재를 이용한 치조능 수직 및 수평증대술: 증례보고. 

대한악안면성형재건외과학회지 2011; 33: 166-170.  

배제사유 : 자가치아 유래 골 이식술(Autogenous Tooth derived Bone Graft)이 수행되지 않은 연구 

 

6.2.2 국외 

 
1. Aaron AD. The scientific basis of bone grafts and the biology of bone inductive substitutes. Trauma 2000; 

41: 45-64. 

배제사유 : 자가치아 유래 골 이식술(Autogenous Tooth derived Bone Graft)이 수행되지 않은 연구 

2. Abdul QQ. Clinico-radiological profile of indirect neural decompression using cage or auto graft as 

interbody construct in posterior lumbar interbody fusion in spondylolisthesis: Which is better. Journal of 

Craniovertebral Junction and Spine 2011; 2: 12-16. 

배제사유 : 자가치아 유래 골 이식술(Autogenous Tooth derived Bone Graft)이 수행되지 않은 연구 

3. Abidi NAC. Budget impact of autograft harvest, bone graft supplements and orthobiologic bone graft 

substitute in foot and ankle fusion procedures. Value in Health 2012. 

배제사유 : 원저가 아닌 연구(초록, 리뷰, letter 등): 증례보고는 일단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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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Abukawa H, Zhang W, Young CS, Asrican R, Vacanti JP, Kaban LB, Troulis MJ, Yelick PC. 

Reconstructing mandibular defects using autologous tissue-engineered tooth and bone constructs. Journal 

of Oral & Maxillofacial Surgery 2009; 67: 335-347. 

배제사유 : 동물 실험 및 전임상시험연구 

5. Abukawa HZ. Reconstructing Mandibular Defects Using Autologous Tissue-Engineered Tooth and Bone 

Constructs. Journal of Oral and Maxillofacial Surgery 2009; 67: 335-347. 

배제사유 : 자가치아 유래 골 이식술(Autogenous Tooth derived Bone Graft)이 수행되지 않은 연구 

6. Achard GJ. Apical obturation with dentin auto-graft, Hanquet's method. Revue Francaise d Odonto-

Stomatologie 1966; 13: 949-953. 

배제사유 : 한국어, 영어, 일본어로 출판되지 않은 연구 

7. Agee KA, Becker TD, Joyce AP, Rueggeberg FA, Borke JL, Waller JL, Tay FR, Pashley DH. Net 

expansion of dried demineralized dentin matrix produced by monomer/alcohol saturation and solvent 

evaporation. Journal of Biomedical Materials Research 2006; Part A. 79: 349-358. 

배제사유 : 자가치아 유래 골 이식술(Autogenous Tooth derived Bone Graft)이 수행되지 않은 연구 

8. Akbay E, Aydogan F. Reconstruction of isolated mandibular bone defects with non-vascularized 

corticocancellous bone autograft and graft viability. Auris, Nasus, Larynx 2014; 41: 56-62. 

배제사유 : 자가치아 유래 골 이식술(Autogenous Tooth derived Bone Graft)이 수행되지 않은 연구 

9. Akhter WT. Reducing postoperative pterygium recurrence: Comparison of free conjunctival auto-graft 

and conjunctival rotation flap techniques. Journal of the College of Physicians and Surgeons Pakistan 

2014; 24: 740-744. 

배제사유 : 자가치아 유래 골 이식술(Autogenous Tooth derived Bone Graft)이 수행되지 않은 연구 

10. Alferez VC, ferez Villalobos C. Skin auto-graft in hypospadias repair surgery. Bulletin of the Institute for 

Medical Research, University of Madrid 1965; 18: 177-184. 

배제사유 : 자가치아 유래 골 이식술(Autogenous Tooth derived Bone Graft)이 수행되지 않은 연구 

11. Alonso N, Ferreira MC, Tuma Junior P, Bonamichi GT, Lee J, Tupinamba H, Ishida J. Treatment of 

losses of bone substance of the frontal region with outer table autogenic graft. Revista do Hospital das 

Clinicas; Faculdade de Medicina Da Universidade de Sao Paulo 1991; 46: 119-121. 

배제사유 : 한국어, 영어, 일본어로 출판되지 않은 연구 

12. Amar S.Sires. A rat incisor dentin matrix protein can induce neonatal rat muscle fibroblasts, in culture, to 

express phenotypic products of chondroblastic cells. Journal de biologie buccale 1991; 19: 55-60. 

배제사유 : 자가치아 유래 골 이식술(Autogenous Tooth derived Bone Graft)이 수행되지 않은 연구 

13. Amar S.Sires. The isolation and partial characterization of a rat incisor dentin matrix polypeptide with in 

vitro chondrogenic activity. Journal of Biological Chemistry 1991; 266: 8609-8618. 

배제사유 : 동물 실험 및 전임상시험연구 

14. Amillo S, Gonzalez F, Illescas JA. Incorporation of cortical intercalary bone allografts. Experimental 

study on rabbits. Anales del Sistema Sanitario de Navarra 2003; 26: 357-363. 

배제사유 : 한국어, 영어, 일본어로 출판되지 않은 연구 

15. Ammaturo C, Bruzzese E, Pascotto R, Morra C, Formato M, Romano C. Verneuil's suppurative 

hidradenitis. A case report. Minerva Chirurgica 1992; 47: 1125-1129. 

배제사유 : 한국어, 영어, 일본어로 출판되지 않은 연구 

16. An HS, Simpson JM, Glover JM, Stephany J. Comparison between allograft plus demineralized bone 

matrix versus autograft in anterior cervical fusion. A prospective multicenter study. Spine 1995; 20: 2211-

2216. 

배제사유 : 자가치아 유래 골 이식술(Autogenous Tooth derived Bone Graft)이 수행되지 않은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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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Arrais CAG, Giannini M. Morphology and thickness of the diffusion of resin through demineralized or 

unconditioned dentinal matrix. Pesquisa Odontologica Brasileira = Brazilian Oral Research 2002; 16: 

115-120. 

배제사유 : 자가치아 유래 골 이식술(Autogenous Tooth derived Bone Graft)이 수행되지 않은 연구 

18. ASHERSON N. Pharyngectomy for post-cricoid carcinoma: one stage operation with reconstruction of 

the pharynx using the larynx as an auto graft. Journal of Laryngology & Otology 1954; 68: 550-559. 

배제사유 : 치조골 결손 환자를 대상으로 하지 않은 연구 

19. Aubry K, Paraf F, Monteil J, Bessede JP, Rigaud M. Characterization of a new rat model of head and 

neck squamous cell carcinoma. In Vivo 2008; 22: 403-408. 

배제사유 : 동물 실험 및 전임상시험연구 

20. Aversa F, Martelli MF. Transplantation of haploidentically mismatched stem cells for the treatment of 

malignant diseases. Springer Seminars in Immunopathology 2004; 26: 155-168. 

배제사유 : 원저가 아닌 연구(초록, 리뷰, letter 등): 증례보고는 일단 포함 

21. Azzena BT. The experience with Integra in the repair of soft tissue post-traumatic defects: Clinical and 

micro vascular observations. European Journal of Clinical Investigation 2010. 

배제사유 : 원저가 아닌 연구(초록, 리뷰, letter 등): 증례보고는 일단 포함 

22. Bae JH, Choi YH, Cho BH, Kim YK, Kim SG. Autotransplantation of teeth with complete root formation: 

a case series. Journal of Endodontics 2010; 36: 1422-1426. 

배제사유 : 자가치아 유래 골 이식술(Autogenous Tooth derived Bone Graft)이 수행되지 않은 연구 

23. Bahney CJ. Endochondral bone tissue engineering: Using cartilage to drive vascularized bone 

regeneration. FASEB Journal 2014. 

배제사유 : 원저가 아닌 연구(초록, 리뷰, letter 등): 증례보고는 일단 포함 

24. Bakhshalian N, Hooshmand S, Campbell SC, Kim JS, Brummel-Smith K, Arjmandi BH. 

Biocompatibility and microstructural analysis of osteopromotive property of allogenic demineralized 

dentin matrix. International Journal of Oral & Maxillofacial Implants 2013; 28: 1655-1662. 

배제사유 : 동물 실험 및 전임상시험연구 

25. Bakhshalian N, Jalayer T, Shahoon H, Arjmandi BH, Azimi HR. Osteopromotive property of allogenic 

demineralized dentin matrix: a pilot study. Journal of the Western Society of Periodontology - Periodontal 

Abstracts 2013; 61: 35-38. 

배제사유 : 자가치아 유래 골 이식술(Autogenous Tooth derived Bone Graft)이 수행되지 않은 연구 

26. Bakhshalian N, Nowzari H, Ahn KM, Arjmandi BH. Demineralized dentin matrix and bone graft: a 

review of literature. Journal of the Western Society of Periodontology - Periodontal Abstracts 2014; 62: 

35-38. 

배제사유 : 원저가 아닌 연구(초록, 리뷰, letter 등): 증례보고는 일단 포함 

27. Bakhshalian NH. Allogenic demineralized dentin matrix, an ideal bone graft biomaterial. Journal of Bone 

and Mineral Research 2011. 

배제사유 : 원저가 아닌 연구(초록, 리뷰, letter 등): 증례보고는 일단 포함 

28. Bakhshalian NH. Demineralized allogenic dentin matrix increases the bone formation rate. Journal of 

Bone and Mineral Research 2010. 

배제사유 : 원저가 아닌 연구(초록, 리뷰, letter 등): 증례보고는 일단 포함 

29. Balooch M, Wu-Magidi IC, Balazs A, Lundkvist AS, Marshall SJ, Marshall GW, Siekhaus WJ, Kinney 

JH. Viscoelastic properties of demineralized human dentin measured in water with atomic force 

microscope-based indentation. Journal of Biomedical Materials Research 1998; 40: 539-544. 

배제사유 : 자가치아 유래 골 이식술(Autogenous Tooth derived Bone Graft)이 수행되지 않은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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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 Barber FA. Flipped patellar tendon autograft anterior cruciate ligament reconstruction. Arthroscopy 2000; 

16: 483-490. 

배제사유 : 자가치아 유래 골 이식술(Autogenous Tooth derived Bone Graft)이 수행되지 않은 연구 

31. Bareh GMR. Modified mcindoe procedure using a combined graft of autologus skin and porcine derived 

matrix in a patient with mullerian agenesis. Fertility and Sterility 2013. 

배제사유 : 동물 실험 및 전임상시험연구 

32. Barreiro JL. Cryopreserved arterial homograft as alternative technique in prosthesis infection. Anales de 

Cirugia Cardiaca y Vascular 2003; 9: 220-223. 

배제사유 : 자가치아 유래 골 이식술(Autogenous Tooth derived Bone Graft)이 수행되지 않은 연구 

33. Barrett GR, Papendick L, Miller C. Endobutton button endoscopic fixation technique in anterior cruciate 

ligament reconstruction. Arthroscopy 1995; 11: 340-343. 

배제사유 : 자가치아 유래 골 이식술(Autogenous Tooth derived Bone Graft)이 수행되지 않은 연구 

34. Bassiony AA. Giant cell tumour of the distal radius: wide resection and reconstruction by non-

vascularised proximal fibular autograft. Annals of the Academy of Medicine, Singapore 2009; 38: 900-904. 

배제사유 : 자가치아 유래 골 이식술(Autogenous Tooth derived Bone Graft)이 수행되지 않은 연구 

35. Bedran-Russo AK, Pereira PNR, Duarte WR, Okuyama K, Yamauchi M. Removal of dentin matrix 

proteoglycans by trypsin digestion and its effect on dentin bonding. Journal of Biomedical Materials 

Research 2008; Part B, Applied Biomaterials. 85: 261-266. 

배제사유 : 자가치아 유래 골 이식술(Autogenous Tooth derived Bone Graft)이 수행되지 않은 연구 

36. Bellelli A, Avitto A, Liberali M, Iannetti F, Iannetti L, David V. Osteo-odonto-kerato-prosthesis. 

Radiographic, CT and MR features. Radiologia Medica 2001; 102: 143-147. 

배제사유 : 한국어, 영어, 일본어로 출판되지 않은 연구 

37. Benli IT, Alanay A, Akalin S, Kis M, Acaroglu E, Ates B, Aydin E. Comparison of anterior 

instrumentation systems and the results of minimum 5 years follow-up in the treatment of tuberculosis 

spondylitis. Kobe Journal of Medical Sciences 2004; 50: 167-180. 

배제사유 : 자가치아 유래 골 이식술(Autogenous Tooth derived Bone Graft)이 수행되지 않은 연구 

38. Berg M, Ejnell H, Kovacs A, Nayakawde N, Patil PB, Joshi M, Aziz L, Radberg G, Hajizadeh S, 

Olausson M, Sumitran-Holgersson S. Replacement of a tracheal stenosis with a tissue-engineered human 

trachea using autologous stem cells: a case report. Tissue engineering 2014; Part A.. 20: 389-397. 

배제사유 : 자가치아 유래 골 이식술(Autogenous Tooth derived Bone Graft)이 수행되지 않은 연구 

39. Berger A, Piqueras B, Pages F, Tartour E, Cugnenc PH, Fridman WH. Fas, fas ligand, immune tolerance, 

and cancer: implications in cancer of the colon. Bulletin du Cancer 1998; 85: 129-133. 

배제사유 : 한국어, 영어, 일본어로 출판되지 않은 연구 

40. Berger SB, Pavan S, Vidal CdMP, Santos PHD, Giannini M, Bedran-Russo AK. Changes in the stiffness 

of demineralized dentin following application of tooth whitening agents. Acta Odontologica Scandinavica 

2012; 70: 56-60. 

배제사유 : 자가치아 유래 골 이식술(Autogenous Tooth derived Bone Graft)이 수행되지 않은 연구 

41. Bernstein RM, Rassman WR. The logic of follicular unit transplantation. Dermatologic Clinics 296; 17: 

277-295. 

배제사유 : 원저가 아닌 연구(초록, 리뷰, letter 등): 증례보고는 일단 포함 

42. Bianchini C, Pelucchi S, Galassi G, Mandrioli G, Ciorba A, Pastore A. Use of autologous dermal graft in 

the treatment of parotid surgery wounds for prevention of neck scars: preliminary results. Journal of 

Otolaryngology: Head and Neck Surgery 2008; 37: 174-178. 

배제사유 : 자가치아 유래 골 이식술(Autogenous Tooth derived Bone Graft)이 수행되지 않은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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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 Bibbo C, Patel DV, Haskell MD. Recombinant bone morphogenetic protein-2 in high-risk ankle and 

hindfoot fusions. Foot & Ankle International 2009; 30: 597-603. 

배제사유 : 자가치아 유래 골 이식술(Autogenous Tooth derived Bone Graft)이 수행되지 않은 연구 

44. Bisgard SK, Barnhart MD, Shiroma JT, Kennedy SC, Schertel ER. The effect of cancellous autograft and 

novel plate design on radiographic healing and postoperative complications in tibial tuberosity 

advancement for cranial cruciate-deficient canine stifles. Veterinary Surgery 2011; 40: 402-407. 

배제사유 : 동물 실험 및 전임상시험연구 

45. Biswas D, Bible JE, Whang PH, Miller CP, Jaw R, Miller S, Grauer JN. Augmented demineralized bone 

matrix: a potential alternative for posterolateral lumbar spinal fusion. American Journal of Orthopedics 

2010; 39: 531-538. 

배제사유 : 자가치아 유래 골 이식술(Autogenous Tooth derived Bone Graft)이 수행되지 않은 연구 

46. Blevins FT, Hecker AT, Bigler GT, Boland AL, Hayes WC. The effects of donor age and strain rate on 

the biomechanical properties of bone-patellar tendon-bone allografts. American Journal of Sports 

Medicine 1994; 22: 328-333. 

배제사유 : 자가치아 유래 골 이식술(Autogenous Tooth derived Bone Graft)이 수행되지 않은 연구 

47. Blickle W, Dehen M, Niederdellmann H. On differential indications for endosseous implants and 

autologous tooth transplants for single posterior tooth loss. ZWR 1991; 100: 502-506. 

배제사유 : 한국어, 영어, 일본어로 출판되지 않은 연구 

48. Blumenthal N, Steinberg J. The use of collagen membrane barriers in conjunction with combined 

demineralized bone-collagen gel implants in human infrabony defects. Journal of Periodontology 1990; 

61: 319-327. 

배제사유 : 자가치아 유래 골 이식술(Autogenous Tooth derived Bone Graft)이 수행되지 않은 연구 

49. Boillot O, Mechet I, Le Derf Y, Bernard P, Figueiredo P, Berger F, Paquet C, Pouyet M. Portomesenteric 

disconnection for small-for-size grafts in liver transplantation: Preclinical studies in pigs. Liver 

Transplantation 2003; 9: S42-S46. 

배제사유 : 동물 실험 및 전임상시험연구 

50. Boller HP. Autogenous tooth transplantation. Minnesota Medicine 1968; 51: 615-618. 

배제사유 : 자가치아 유래 골 이식술(Autogenous Tooth derived Bone Graft)이 수행되지 않은 연구 

51. Borring-Moller G, Frandsen A. Autologous tooth transplantation to replace molars lost in patients with 

juvenile periodontitis. Journal of Clinical Periodontology 1978; 5: 152-158. 

배제사유 : 자가치아 유래 골 이식술(Autogenous Tooth derived Bone Graft)이 수행되지 않은 연구 

52. Bortot G, Curioni C. Unilateral mandibular resection-disarticulation by an intraoral method and immediate 

reconstruction by bone auto-graft. Rivista Italiana di Stomatologia 1971; 26: 605-612. 

배제사유 : 한국어, 영어, 일본어로 출판되지 않은 연구 

53. Brauer MK. Autogenous tooth root transplant: a case report. Periodontal Case Reports 1980; 2: 9-12. 

배제사유 : 자가치아 유래 골 이식술(Autogenous Tooth derived Bone Graft)이 수행되지 않은 연구 

54. Braye F, Dumortier R, Bertin-Maghit M, Girbon JP, Tissot E, Damour O. Cultured epidermis for the 

treatment of severe burns. A 2-year study. Annales de Chirurgie Plastique et Esthetique 2001; 46: 599-

606. 

배제사유 : 한국어, 영어, 일본어로 출판되지 않은 연구 

55. Brockhoff HCM. Anatomical analysis of the conchal bowl cartilage. International Journal of Oral and 

Maxillofacial Surgery 2011. 

배제사유 : 동물 실험 및 전임상시험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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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 bu Shama AA. Maxillary sinus floor elevation with a space maintaining mesh: Titanium versus resorbable. 

International Journal of Oral and Maxillofacial Surgery 2013. 

배제사유 : 원저가 아닌 연구(초록, 리뷰, letter 등): 증례보고는 일단 포함 

57. bu Tair JA, Rahhal A. Tooth autotransplantation in orthodontic patients. Journal of Contemporary Dental 

Practice 2010; 11: 063-070. 

배제사유 : 치조골 결손 환자를 대상으로 하지 않은 연구 

58. Buczek E, Zawal M, Bregula S, Gap A. Surgical approach through the femoral neck in pathological 

changes of the femoral head. Chirurgia Narzadow Ruchu i Ortopedia Polska 2003; 68: 63-65. 

배제사유 : 한국어, 영어, 일본어로 출판되지 않은 연구 

59. BULACIO NUNEZ AW. Facial auto-graft in third degree burns. Prensa Medica Argentina 1957; 44: 

237-248. 

배제사유 : 한국어, 영어, 일본어로 출판되지 않은 연구 

60. Burkus JK, Heim SE, Gornet MF, Zdeblick TA. Is INFUSE bone graft superior to autograft bone? An 

integrated analysis of clinical trials using the LT-CAGE lumbar tapered fusion device. Journal of Spinal 

Disorders & Techniques 2003; 16: 113-122. 

배제사유 : 자가치아 유래 골 이식술(Autogenous Tooth derived Bone Graft)이 수행되지 않은 연구 

61. Burns LJ, Weisdorf DJ, DeFor TE, Repka TL, Ogle KM, Hummer C, Miller JS. Enhancement of the anti-

tumor activity of a peripheral blood progenitor cell graft by mobilization with interleukin 2 plus 

granulocyte colony-stimulating factor in patients with advanced breast cancer. Experimental Hematology 

2000; 28: 96-103. 

배제사유 : 치조골 결손 환자를 대상으로 하지 않은 연구 

62. Burwell AK, Thula-Mata T, Gower LB, Habelitz S, Kurylo M, Ho SP, Chien YC, Cheng J, Cheng NF, 

Gansky SA, Marshall SJ, Marshall GW. Functional remineralization of dentin lesions using polymer-

induced liquid-precursor process. PLoS ONE 2012; 7: e38852. 

배제사유 : 자가치아 유래 골 이식술(Autogenous Tooth derived Bone Graft)이 수행되지 않은 연구 

63. Buss J, Essig E, Osei K, Brodsky S, Hadley G, Rajab A. Steroid-free maintenance of islet allografts using 

mycophenolate mofetil and cyclosporine in the non-human primate. Annals of Transplantation 2011; 16: 

88-97. 

배제사유 : 동물 실험 및 전임상시험연구 

64. Caba J. Autologous tooth graft. Czasopismo Stomatologiczne 1977; 30: 308. 

배제사유 : 한국어, 영어, 일본어로 출판되지 않은 연구 

65. Caccavale A, Romanazzi F, Imparato M, Negri A, Porta A, Ferentini F. Ropivacaine for topical anesthesia 

in pterygium surgery with fibrin glue for conjunctival autograft. Cornea 2010; 29: 375-376. 

배제사유 : 자가치아 유래 골 이식술(Autogenous Tooth derived Bone Graft)이 수행되지 않은 연구 

66. CACHERA JP, SCHECHTER DC, PIWNICA A, LEANDRI J. EXPERIMENTAL STUDY OF A 

CORONARY ANGIOPLASTIC TECHNIC BY ARTERIAL AUTO-GRAFT. Annales de Chirurgie 

Thoracique et Cardio-Vasculaire 1965; 4: 145-153. 

배제사유 : 한국어, 영어, 일본어로 출판되지 않은 연구 

67. Cakir BO. Surface aesthetics in tip rhinoplasty: A step-by-step guide. Aesthetic Surgery Journal 2014; 34: 

941-955. 

배제사유 : 자가치아 유래 골 이식술(Autogenous Tooth derived Bone Graft)이 수행되지 않은 연구 

68. Caloghera C, Mihailescu A, Popovici P, Lazar F, Tatiuc A. De-epidermized free skin graft in the 

treatment of eventrations and hernias. Revista de Chirurgie, Oncologie Radiologie ORL Oftalmologie 

Stomatologie - Chirurgie 1980; 29: 93-100. 

배제사유 : 한국어, 영어, 일본어로 출판되지 않은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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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9. Calvo RF. Septic arthritis in ACL reconstruction surgery with hamstring autografts. Eleven years of 

experience. Knee 2014; 21: 717-720. 

배제사유 : 자가치아 유래 골 이식술(Autogenous Tooth derived Bone Graft)이 수행되지 않은 연구 

70. Carlson ER, Monteleone K. An analysis of inadvertent perforations of mucosa and skin concurrent with 

mandibular reconstruction. Journal of Oral & Maxillofacial Surgery 2004; 62: 1103-1107. 

배제사유 : 자가치아 유래 골 이식술(Autogenous Tooth derived Bone Graft)이 수행되지 않은 연구 

71. Carozzi S. Enchondroma of the hand. Chirurgia Italiana 1983; 35: 788-793. 

배제사유 : 한국어, 영어, 일본어로 출판되지 않은 연구 

72. Carvalho LT. Morphological study of decalcified tooth after experimental transplantation in Beagle dogs. 

Virchows Archiv 2011. 

배제사유 : 원저가 아닌 연구(초록, 리뷰, letter 등): 증례보고는 일단 포함 

73. Carvalho RM, Mendonca JS, Santiago SL, Silveira RR, Garcia FCP, Tay FR, Pashley DH. Effects of 

HEMA/solvent combinations on bond strength to dentin. Journal of Dental Research 2003; 82: 597-601. 

배제사유 : 자가치아 유래 골 이식술(Autogenous Tooth derived Bone Graft)이 수행되지 않은 연구 

74. Carvalho RM, Tay F, Sano H, Yoshiyama M, Pashley DH. Long-term mechanical properties of EDTA-

demineralized dentin matrix. Journal of Adhesive Dentistry 2000; 2: 193-199. 

배제사유 : 자가치아 유래 골 이식술(Autogenous Tooth derived Bone Graft)이 수행되지 않은 연구 

75. Carvalho VAP, Tosello DdO, Salgado MAdC, Gomes MF. Histomorphometric analysis of homogenous 

demineralized dentin matrix as osteopromotive material in rabbit mandibles. International Journal of Oral 

& Maxillofacial Implants 2004; 19: 679-686. 

배제사유 : 동물 실험 및 전임상시험연구 

76. Catherine JH, Mockers O, Richard O, Roche-Poggi P, Guyot L, Olivi P, Chossegros C. 

Autotransplantation of an immature tooth. Revue de Stomatologie et de Chirurgie Maxillo-Faciale 2007; 

108: 46-50. 

배제사유 : 한국어, 영어, 일본어로 출판되지 않은 연구 

77. Celma AR. Role of gender and Kim-1 protein expression in porcine auto-transplanted graft recovery after 

laparoscopic nephrectomy. Journal of Urology 2009; 181: 808. 

배제사유 : 동물 실험 및 전임상시험연구 

78. Chai J-KS. Growth activity of epidermal cells from different parts of human body. Chinese Medical 

Journal 2007; 120: 1444-1447. 

배제사유 : 자가치아 유래 골 이식술(Autogenous Tooth derived Bone Graft)이 수행되지 않은 연구 

79. Chan YS, Ueng SW, Wang CJ, Lee SS, Chao EK, Shin CH. Management of small infected tibial defects 

with antibiotic-impregnated autogenic cancellous bone grafting. Journal of Trauma-Injury Infection & 

Critical Care 1998; 45: 758-764. 

배제사유 : 자가치아 유래 골 이식술(Autogenous Tooth derived Bone Graft)이 수행되지 않은 연구 

80. Chaussain-Miller C, Fioretti F, Goldberg M, Menashi S. The role of matrix metalloproteinases in human 

caries. Journal of Dental Research 2006; 85: 22-32. 

배제사유 : 원저가 아닌 연구(초록, 리뷰, letter 등): 증례보고는 일단 포함 

81. Chauveaux D, Liquois F, Le Huec JC, Le Rebeller A. Metatarsal metastasis. A case treated by exeresis an 

reconstruction. Revue de Chirurgie Orthopedique et Reparatrice de l Appareil Moteur 1990; 76: 525-527. 

배제사유 : 한국어, 영어, 일본어로 출판되지 않은 연구 

82. Chen B, Fu JF, Cao WD. Use of heterogeneous acelluar dermal matrix and autologous overthin split-

thickness skin for repair of deep burn at articular sites. Chung-Kuo Hsiu Fu Chung Chien Wai Ko Ts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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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ih/Chinese Journal of Reparative & Reconstructive Surgery 2001; 15: 343-346. 

배제사유 : 한국어, 영어, 일본어로 출판되지 않은 연구 

83. Chen C-HC. One-incision endoscopic technique for posterior cruciate ligament reconstruction with 

quadriceps tendon-patellar bone autograft. Arthroscopy 2001; 17: 329-332. 

배제사유 : 자가치아 유래 골 이식술(Autogenous Tooth derived Bone Graft)이 수행되지 않은 연구 

84. Chen CH, Chuang TY, Wang KC, Chen WJ, Shih CH. Arthroscopic posterior cruciate ligament 

reconstruction with hamstring tendon autograft: results with a minimum 4-year follow-up. Knee Surgery, 

Sports Traumatology, Arthroscopy 2006; 14: 1045-1054. 

배제사유 : 치조골 결손 환자를 대상으로 하지 않은 연구 

85. Chen HJ, Cheng MH, Lau YC. One-stage posterior decompression and fusion using a Luque rod for 

occipito-cervical instability and neural compression. Spinal Cord 2001; 39: 101-108. 

배제사유 : 자가치아 유래 골 이식술(Autogenous Tooth derived Bone Graft)이 수행되지 않은 연구 

86. Chen JM, Hu Y, Gu YJ, Ma WH, Xu RM. Clinical analysis of one-stage posterior-anterior operative 

approach in treating lower cervical spine fracture and dislocation. Zhongguo Gushang 2010; 23: 938-941. 

배제사유 : 한국어, 영어, 일본어로 출판되지 않은 연구 

87. Chen WJ, Jingushi S, Hirata G, Matsumoto Y, Iwamoto Y. Intramuscular bone induction by the 

simultaneous administration of recombinant human bone morphogenetic protein 2 and bisphosphonate for 

autobone graft. Tissue Engineering 2004; 10: 1652-16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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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8. Cheney RTS. Capacity of cyclosporine to induce auto-graft-versus-host disease and impair intrathymic T 

cell differentiation. Transplantation Proceedings 1985; 17: 528-530. 

배제사유 : 자가치아 유래 골 이식술(Autogenous Tooth derived Bone Graft)이 수행되지 않은 연구 

89. Chiappara P. Subcutaneous laceration of posterior tibial tendon: Reparation by tendinous auto-graft. 

Technical notes. Chirurgia del Piede 1992; 16: 213-214. 

배제사유 : 자가치아 유래 골 이식술(Autogenous Tooth derived Bone Graft)이 수행되지 않은 연구 

90. Cho JH, Hwang HS, Chang HS, Hwang YC. Application of orthodontic forces prior to 

autotransplantation - case reports. International Endodontic Journal 2013; 46: 187-194. 

배제사유 : 자가치아 유래 골 이식술(Autogenous Tooth derived Bone Graft)이 수행되지 않은 연구 

91. Chotel FC. ACL reconstruction in children: An original technique. Techniques in Knee Surgery 2012; 11: 

46-56. 

배제사유 : 자가치아 유래 골 이식술(Autogenous Tooth derived Bone Graft)이 수행되지 않은 연구 

92. Chung SY, Franks M, Smith CP, Lee JY, Lu SH, Chancellor M. Technique of combined pubovaginal 

sling and cystocele repair using a single piece of cadaveric dermal graft. Urology 2002; 59: 538-541. 

배제사유 : 동물 실험 및 전임상시험연구 

93. Ciapinski DN, I. A suggestion as to guided regeneration of bone defects after cystectomy - Case report. 

Dental and Medical Problems 2014; 51: 252-258. 

배제사유 : 자가치아 유래 골 이식술(Autogenous Tooth derived Bone Graft)이 수행되지 않은 연구 

94. Cirotteau Y. Behavior of natural coral in a human osteoporotic bone. European Journal of Orthopaedic 

Surgery and Traumatology 2001; 11: 149-160. 

배제사유 : 자가치아 유래 골 이식술(Autogenous Tooth derived Bone Graft)이 수행되지 않은 연구 

95. Clarkson BH, Chang SR, Holland GR. Phosphoprotein analysis of sequential extracts of human dentin 

and the determination of the subsequent remineralization potential of these dentin matrices. Caries 

Research 1998; 32: 357-3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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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mniotic membrane for guided bone regeneration. International Journal of Oral & Maxillofacial Implants 

2001; 16: 563-571. 

배제사유 : 동물 실험 및 전임상시험연구 

156. Goncalves-Sena L, Dutra ACG, Correa-Faria P, Botelho AM, Ramos-Jorge ML, Tavano KTA. Esthetic 

smile rehabilitation through autogenous bonding of dental fragment: a case report. Journal of Clinical 

Pediatric Dentistry 2012; 37: 5-8. 

배제사유 : 자가치아 유래 골 이식술(Autogenous Tooth derived Bone Graft)이 수행되지 않은 연구 

157. Gondo MM. Chronological histological findings of cultured epidermal autograft over artificial dermis 

focusing on basement membrane proteins. Journal of Burn Care and Research 2012. 

배제사유 : 원저가 아닌 연구(초록, 리뷰, letter 등): 증례보고는 일단 포함 

158. Gong Xy, Rong Gw, An Gs, Wang Y, Zhang Gz. Selection of dorsal or volar internal fixation for unstable 

distal radius fractures. Chung-Hua Wai Ko Tsa Chih 2003; 41: 436-440. 

배제사유 : 한국어, 영어, 일본어로 출판되지 않은 연구 

159. Gorlitzer M, Weiss G, Moidl R, Folkmann S, Waldenberger F, Czerny M, Grabenwoger M. Repair of 

stent graft-induced retrograde type A aortic dissection using the E-vita open prosthesis. European Journal 

of Cardio-Thoracic Surgery 2012; 42: 566-570. 

배제사유 : 자가치아 유래 골 이식술(Autogenous Tooth derived Bone Graft)이 수행되지 않은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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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0. Gosk J. Skin substitutes--the present and the future. Polimery W Medycynie 2012; 42: 109-114. 

배제사유 : 원저가 아닌 연구(초록, 리뷰, letter 등): 증례보고는 일단 포함 

161. Gouin F, Yaouanc F, Waast D, Melchior B, Delecrin J, Passuti N. Open wedge high tibial osteotomies: 

Calcium-phosphate ceramic spacer versus autologous bonegraft. Orthopaedics & traumatology, surgery 

& research 2010; 96: 637-645. 

배제사유 : 치조골 결손 환자를 대상으로 하지 않은 연구 

162. Gracia A, I. Surgical treatment of the pseudoarthrosis of the humerus. Revista de Ortopedia y 

Traumatologia 1997; 41: 247-251. 

배제사유 : 자가치아 유래 골 이식술(Autogenous Tooth derived Bone Graft)이 수행되지 않은 연구 

163. Granato LS. Intra and extratemporal facial nerve facial. Revista Brasileira de Otorrinolaringologia 1997; 

63: 176-183. 

배제사유 : 치조골 결손 환자를 대상으로 하지 않은 연구 

164. Grandini SA, da Rocha Barros VM, Navarro NV. Clinical evaluation of some splinting methods used for 

reimplantation and autogenous tooth transplants. Revista de Odontologia Da Universidade de Sao Paulo 

1989; 3: 496-501. 

배제사유 : 한국어, 영어, 일본어로 출판되지 않은 연구 

165. Grauer JN, Vaccaro AR, Kato M, Kwon BK, Beiner JM, Patel TC, Hilibrand AS, Chiba K, Albert TJ. 

Development of a New Zealand white rabbit model of spinal pseudarthrosis repair and evaluation of the 

potential role of OP-1 to overcome pseudarthrosis. Spine 2004; 29: 1405-1412. 

배제사유 : 동물 실험 및 전임상시험연구 

166. Greenleaf G, Cooper ML, Hansbrough JF, Greenleaf G, Cooper ML, Hansbrough JF. Microbial 

contamination in allografted wound beds in patients with burns. Journal of Burn Care & Rehabilitation 

1991; 12: 442-445. 

배제사유 : 자가치아 유래 골 이식술(Autogenous Tooth derived Bone Graft)이 수행되지 않은 연구 

167. Grigor'ian AS, Lizunkov VI. Dynamics of the structural transformations of parietal bone autotransplant. 

Stomatologiia 2000; 79: 6-10. 

배제사유 : 한국어, 영어, 일본어로 출판되지 않은 연구 

168. Gruessner RW, Nakhleh RE, Benedetti E, Pirenne J, Belani KG, Beebe D, Carr R, Troppmann C, 

Gruessner AC. Combined liver-total bowel transplantation has no immunologic advantage over total 

bowel transplantation alone. A prospective study in a porcine model. Archives of Surgery 1997; 132: 

1077-1085. 

배제사유 : 원저가 아닌 연구(초록, 리뷰, letter 등): 증례보고는 일단 포함 

169. Guan JJ, Wolf BR. Reconstruction for anterior sternoclavicular joint dislocation and instability. Journal of 

Shoulder & Elbow Surgery 2013; 22: 775-781. 

배제사유 : 자가치아 유래 골 이식술(Autogenous Tooth derived Bone Graft)이 수행되지 않은 연구 

170. Gugala Z, Gogolewski S. Regeneration of segmental diaphyseal defects in sheep tibiae using resorbable 

polymeric membranes: a preliminary study. Journal of Orthopaedic Trauma 1999; 13: 187-195. 

배제사유 : 동물 실험 및 전임상시험연구 

171. Guinto-Balanzar G, Mercado-Atri M, Guinto-Balanzar P, Nishimura-Meguro E, bdo-Toro M, rechiga-

Ramos N, Nettel-Rueda B. Sellar remodeling: a surgical option for primary empty sella syndrome. Gaceta 

Medica de Mexico 2008; 144: 15-22. 

배제사유 : 한국어, 영어, 일본어로 출판되지 않은 연구 

172. Gumus N, Kaya Y, Karakaya S, Camci C. Skin defect coverage with micro skin graft. Ulusal Travma 

Dergisi = Turkish Journal of Trauma & Emergency Surgery 2002; 8: 78-81. 

배제사유 : 한국어, 영어, 일본어로 출판되지 않은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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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3. Guo LX, Ma YZ, Li HW, Xue HB, Peng W, Luo XB. Variety of ESR and C-reactive protein levels 

during perioperative period in spinal tuberculosis. Zhongguo Gushang 2010; 23: 200-202. 

배제사유 : 자가치아 유래 골 이식술(Autogenous Tooth derived Bone Graft)이 수행되지 않은 연구 

174. Haj-Ali R, Walker M, Williams K, Wang Y, Spencer P. Histomorphologic characterization of noncarious 

and caries-affected dentin/adhesive interfaces. Journal of Prosthodontics 2006; 15: 82-88. 

배제사유 : 자가치아 유래 골 이식술(Autogenous Tooth derived Bone Graft)이 수행되지 않은 연구 

175. Hakimi OT. The proteome of young and healthy human hamstring. Osteoarthritis and Cartilage 2012. 

배제사유 : 원저가 아닌 연구(초록, 리뷰, letter 등): 증례보고는 일단 포함 

176. Han ZX, Ji T, Zhang CP. Reconstruction of mandibular defect by using Titanium mandibular prosthesis: a 

preliminary experimental study. Shanghai Kou Qiang Yi Xue/Shanghai Journal of Stomatology 2004; 13: 

282-285. 

배제사유 : 한국어, 영어, 일본어로 출판되지 않은 연구 

177. Hara S.Mitsugi. A case of application of bone transport and bone graft using Auto-tooth bone for alveolar 

cleft repair. International Journal of Oral and Maxillofacial Surgery 2011. 

배제사유 : 원저가 아닌 연구(초록, 리뷰, letter 등): 증례보고는 일단 포함 

178. Hartung PG. Case report of a spondylitis caused by mycobacterium xenopi in a Patient with rheumatoid 

polyarthritis and systemic lupus erythematodes. European Spine Journal 2012. 

배제사유 : 원저가 아닌 연구(초록, 리뷰, letter 등): 증례보고는 일단 포함 

179. Hashimoto NS. Myocardial infarction one month after implantation of an autologous vein graft coated 

stent for a DCA-induced coronary aneurysm: Case report. Japanese Journal of Interventional Cardiology 

1999; 14: 465-471. 

배제사유 : 자가치아 유래 골 이식술(Autogenous Tooth derived Bone Graft)이 수행되지 않은 연구 

180. Hasslund S.Jacobson. Adhesions in a murine flexor tendon graft model: Autograft versus allograft 

reconstruction. Journal of Orthopaedic Research 2008; 26: 824-833. 

배제사유 : 동물 실험 및 전임상시험연구 

181. He L-SJ. Correlation between successful rate of skin-defect repair with tissue-engineered skin and 

methods of operation. Chinese Journal of Clinical Rehabilitation 2006; 10: 185-187. 

배제사유 : 치조골 결손 환자를 대상으로 하지 않은 연구 

182. Heer J, Heer J. Calcium hydroxide therapy and bony regeneration following autogenous tooth 

transplantation: case report and three year follow up. British Dental Journal 2007; 203: 403-405. 

배제사유 : 자가치아 유래 골 이식술(Autogenous Tooth derived Bone Graft)이 수행되지 않은 연구 

183. Henrich D, Seebach C, Sterlepper E, Tauchmann C, Marzi I, Frank J. RIA reamings and hip aspirate: a 

comparative evaluation of osteoprogenitor and endothelial progenitor cells. Injury 2010; 41 Suppl 2: S62-

S68. 

배제사유 : 자가치아 유래 골 이식술(Autogenous Tooth derived Bone Graft)이 수행되지 않은 연구 

184. Henrichvark C, Neukam FW. Indication and results of autogenous tooth transplantation. Deutsche 

Zahnarztliche Zeitschrift 1987; 42: 194-197. 

배제사유 : 한국어, 영어, 일본어로 출판되지 않은 연구 

185. Herrera H, Leonardo MR, de Paula e Silva FWG, da Silva LAB. Treatment of external inflammatory root 

resorption after autogenous tooth transplantation: case report. Oral Surgery Oral Medicine Oral 

Pathology Oral Radiology & Endodontics 2006; 102: e51-e54. 

배제사유 : 자가치아 유래 골 이식술(Autogenous Tooth derived Bone Graft)이 수행되지 않은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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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6. Hillerup S.Dahl. Tooth transplantation to bone graft in cleft alveolus. The Cleft palate journal 1987; 24: 

137-141. 

배제사유 : 자가치아 유래 골 이식술(Autogenous Tooth derived Bone Graft)이 수행되지 않은 연구 

187. Hoffman ID. Familial occurrence of juvenile periodontitis with varied treatment of one of the siblings with 

five-year follow-up. Case report. Journal of Periodontology 1983; 54: 44-49. 

배제사유 : 치조골 결손 환자를 대상으로 하지 않은 연구 

188. Hofmeister CCL. Phase I study of vorinostat after autologous transplant for patients with high risk 

lymphoma. Biology of Blood and Marrow Transplantation 2010. 

배제사유 : 치조골 결손 환자를 대상으로 하지 않은 연구 

189. Hoshi K, Kurokawa T, Nakamura K, Hoshino Y, Saita K, Miyoshi K. Expansive cervical laminoplasties--

observations on comparative changes in spinous process lengths following longitudinal laminal divisions 

using autogenous bone or hydroxyapatite spacers. Spinal Cord 1996; 34: 725-728. 

배제사유 : 자가치아 유래 골 이식술(Autogenous Tooth derived Bone Graft)이 수행되지 않은 연구 

190. Hou R, Chen F, Yang Y, Cheng X, Gao Z, Yang HO, Wu W, Mao T. Comparative study between coral-

mesenchymal stem cells-rhBMP-2 composite and auto-bone-graft in rabbit critical-sized cranial defect 

model. Journal of Biomedical Materials Research 2007; Part A. 80: 85-93. 

배제사유 : 동물 실험 및 전임상시험연구 

191. Hu A, Zuo B, Zhang F, Zhang H, Lan Q. Evaluation of electronspun silk fibroin-based transplants used 

for facial nerve repair. Otology & Neurotology 2013; 34: 311-318. 

배제사유 : 자가치아 유래 골 이식술(Autogenous Tooth derived Bone Graft)이 수행되지 않은 연구 

192. Hu M-TC, X. Correlation between type I collagen gene polymorphism and spinal fusion rate following 

autologous bone transplantation. Journal of Clinical Rehabilitative Tissue Engineering Research 2010; 14: 

1607-1611. 

배제사유 : 치조골 결손 환자를 대상으로 하지 않은 연구 

193. Hu Z-HL. Different decompressions and internal fixations for treating multilevel cervical spondylotic 

myelopathy: Effect of magnetic resonance image on measuring the sagittal diameter of dural sac and 

evaluating the recovery rate. Journal of Clinical Rehabilitative Tissue Engineering Research 2007; 11: 

5020-5023. 

배제사유 : 자가치아 유래 골 이식술(Autogenous Tooth derived Bone Graft)이 수행되지 않은 연구 

194. Huang W, Cao D, Ma J, Yang X, Xiao J, Zheng W, Feng D, Wu Z, Huang Q, Chen D, Jia L. Solitary 

plasmacytoma of cervical spine: treatment and prognosis in patients with neurological lesions and spinal 

instability. Spine 2010; 35: E278-E284. 

배제사유 : 자가치아 유래 골 이식술(Autogenous Tooth derived Bone Graft)이 수행되지 않은 연구 

195. Huang Wd, Feng Dp, Xiao Jr, Huang Q, Zheng W, Wu Zp, Zhou Zh, Yang Xh, Xie N. Surgical 

intervention and radiotherapy outcome of solitary plasmacytoma of cervical spine. Chung-Hua Wai Ko 

Tsa Chih 2010; 48: 697-701. 

배제사유 : 한국어, 영어, 일본어로 출판되지 않은 연구 

196. Hui JHP, Chen F, Thambyah A, Lee EH. Treatment of chondral lesions in advanced osteochondritis 

dissecans: a comparative study of the efficacy of chondrocytes, mesenchymal stem cells, periosteal graft, 

and mosaicplasty in animal models. Journal of Pediatric Orthopedics 2004; 24: 427-433. 

배제사유 : 치조골 결손 환자를 대상으로 하지 않은 연구 

197. Hyochi N, Kihara K, Arai G, Kobayashi T, Sato K. Reconstruction of the sympathetic pathway projecting 

to the prostate, by nerve grafting in the dog. BJU International 2004; 94: 147-152. 

배제사유 : 동물 실험 및 전임상시험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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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 Imamura T, Yoshihara T, Morimoto A, Ishida H, Sugimoto T, Imashuku S. Successful autologous 

peripheral blood stem cell transplantation with rituximab administration for pediatric diffuse large B-cell 

lymphoma. Pediatric Hematology & Oncology 2006; 23: 19-24. 

배제사유 : 자가치아 유래 골 이식술(Autogenous Tooth derived Bone Graft)이 수행되지 않은 연구 

199. Iriuchishima T, Horaguchi T, Morimoto Y, Negishi S, Kubomura T, Motojima S, Tokuhashi Y, Suzuki S, 

Saito A. Intensity of physiotherapy after anterior cruciate ligament reconstruction: a comparison of two 

rehabilitation regimen. Archives of Orthopaedic & Trauma Surgery 2010; 130: 1053-1058. 

배제사유 : 자가치아 유래 골 이식술(Autogenous Tooth derived Bone Graft)이 수행되지 않은 연구 

200. Iriuchishima T, Shirakura K, Yorifuji H, Aizawa S, Fu FH. Size comparison of ACL footprint and 

reconstructed auto graft. Knee Surgery, Sports Traumatology, Arthroscopy 2013; 21: 797-803. 

배제사유 : 자가치아 유래 골 이식술(Autogenous Tooth derived Bone Graft)이 수행되지 않은 연구 

201. Iriuchishima TF. Which auto graft can reproduce the native ACL footprint size? a cadaver study. 

Arthroscopy - Journal of Arthroscopic and Related Surgery 2013. 

배제사유 : 원저가 아닌 연구(초록, 리뷰, letter 등): 증례보고는 일단 포함 

202. Ishibashi S, Namiki K, Abe M, Shirahata Y, Ohnishi K, Toyoda T, Ohuchi K. Cystic adventitial disease 

of the popliteal artery--a case of young boy. Tohoku Journal of Experimental Medicine 1995; 176: 173-

180. 

배제사유 : 원저가 아닌 연구(초록, 리뷰, letter 등): 증례보고는 일단 포함 

203. Ishii K, Saiki M, Yoshikawa K, Yasuo K, Yamamoto K, Awazu K. Ablation of demineralized dentin 

using a mid-infrared tunable nanosecond pulsed laser at 6 mum wavelength range for selective excavation 

of carious dentin. Conference Proceedings: 2011; 2011: 318-321. 

배제사유 : 원저가 아닌 연구(초록, 리뷰, letter 등): 증례보고는 일단 포함 

204. Ismawati ND. Autogenous transplantation: A therapeutic aternative for unerupted tooth in an ortodontic 

patient. A case report. International Journal of Oral and Maxillofacial Surgery 2013. 

배제사유 : 원저가 아닌 연구(초록, 리뷰, letter 등): 증례보고는 일단 포함 

205. Iwasaki JH. Portocaval shunt for hepatocyte package: Challenging application of small intestinal graft in 

animal models. Organogenesis 2013; 9: 273-279. 

배제사유 : 동물 실험 및 전임상시험연구 

206. Iwasaki Y, Toida T, Nakabayashi N. Improved wet bonding of methyl methacrylate-tri-n-butylborane 

resin to dentin etched with ten percent phosphoric acid in the presence of ferric ions. Journal of 

Biomedical Materials Research 2004; Part A. 68: 566-572. 

배제사유 : 자가치아 유래 골 이식술(Autogenous Tooth derived Bone Graft)이 수행되지 않은 연구 

207. Jacobs HG, Rost-Dickmann I. Autologous tooth transplantation - principles and follow-up results. 

Quintessenz 1988; 39: 817-826. 

배제사유 : 한국어, 영어, 일본어로 출판되지 않은 연구 

208. Jain S.Chopra. Cystic echinococcosis of the pelvic bone with recurrences: A case report. Korean Journal 

of Parasitology 2011; 49: 277-279. 

배제사유 : 자가치아 유래 골 이식술(Autogenous Tooth derived Bone Graft)이 수행되지 않은 연구 

209. Janson WA, Catanzaro-Gluimaraes SA, Passenezi E. Nuclear size and cytochemical changes during 

autolysis in free gingival autograft epithelium. Journal of Periodontal Research 1975; 10: 12-18. 

배제사유 : 자가치아 유래 골 이식술(Autogenous Tooth derived Bone Graft)이 수행되지 않은 연구 

210. Jenis LG, Banco RJ, Kwon B. A prospective study of Autologous Growth Factors in lumbar interbody 

fusion. Spine Journal: Official Journal of the North American Spine Society 2006; 6: 14-20. 

배제사유 : 자가치아 유래 골 이식술(Autogenous Tooth derived Bone Graft)이 수행되지 않은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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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 Ji Z, Ma Y, Li W, Li X, Zhao G, Yun Z, Qian J, Fan Q. The healing process of intracorporeally and in situ 

devitalized distal femur by microwave in a dog model and its mechanical properties in vitro. PLoS ONE 

2012; 7: e30505. 

배제사유 : 동물 실험 및 전임상시험연구 

212. Jiang Y, Sun M, Wu D. Clinical studies on apexification with demineralized dentin matrix. Hua Xi Kou 

Qiang Yi Xue Za Zhi 2003; 21: 460-462. 

배제사유 : 한국어, 영어, 일본어로 출판되지 않은 연구 

213. Jiong C, Jiake C, Chunmao H, Yingen P, Qiuhe W, Zhouxi F, Xiangsheng F. Clinical application and 

long-term follow-up study of porcine acellular dermal matrix combined with autoskin grafting. Journal of 

Burn Care & Research 2010; 31: 280-285. 

배제사유 : 동물 실험 및 전임상시험연구 

214. John S.Child. A retrospective analysis of anterior calcaneal osteotomy with allogenic bone graft. Journal 

of Foot and Ankle Surgery 2010; 49: 375-379. 

배제사유 : 자가치아 유래 골 이식술(Autogenous Tooth derived Bone Graft)이 수행되지 않은 연구 

215. Jones JE, Nelson EA. Skin grafting for venous leg ulcers. Cochrane Database of Systematic Reviews 

2007. 

배제사유 : 원저가 아닌 연구(초록, 리뷰, letter 등): 증례보고는 일단 포함 

216. Kabir MD, Murata M, Kusano K, Zakaria SM, Noor AHM, Khuda F, Hossain I, Sultana S, Saito T. 

Radiological Evaluation of Human Dentin Autografts in Bangladesh. Journal of Hard Tissue Biology 

2014; 23: 363-370. 

배제사유: 자가치아 유래 골 이식술(Autogenous Tooth derived Bone Graft)이 수행되지 않은 연구 

217. Kachaner J, Fermont L, Magny JF, Villain E, Sidi D, Pedroni E, Piechaud JF. Infection of an anastomosis: 

a formidable complication of operations for aortic coarctation. Archives des Maladies du Coeur et des 

Vaisseaux 1983; 76: 601-606. 

배제사유 : 한국어, 영어, 일본어로 출판되지 않은 연구 

218. Kachaner JF. Anastomosis superinfection: A redoubtable complication of operations for coarctation of 

aorta. Archives des Maladies du Coeur et des Vaisseaux 1983; 76: 601-606. 

배제사유 : 자가치아 유래 골 이식술(Autogenous Tooth derived Bone Graft)이 수행되지 않은 연구 

219. Kamel MH, Thomas AA, Mohan P, Hickey DP. Renal vessel reconstruction in kidney transplantation 

using a polytetrafluoroethylene vascular graft. Nephrology Dialysis Transplantation 2007; 22: 1030-1032. 

배제사유 : 자가치아 유래 골 이식술(Autogenous Tooth derived Bone Graft)이 수행되지 않은 연구 

220. Kamoda HO. Lumbar interbody fusion using hydroxyapatite granules with platelet-rich plasma in rats. 

Spine 2010. 

배제사유 : 원저가 아닌 연구(초록, 리뷰, letter 등): 증례보고는 일단 포함 

221. Karaismailoglu TN, Tomak Y, Andac A, Ergun E. Comparison of autograft, coralline graft, and xenograft 

in promoting posterior spinal fusion. Acta Orthopaedica et Traumatologica Turcica 2002; 36: 147-154. 

배제사유 : 한국어, 영어, 일본어로 출판되지 않은 연구 

222. Karapanou V, Antonellou E. Autogenous attachment technique with esthetics in mind: trauma 

management case report. Journal of the Massachusetts Dental Society 2008; 56: 32-35. 

배제사유 : 자가치아 유래 골 이식술(Autogenous Tooth derived Bone Graft)이 수행되지 않은 연구 

223. Karimi-Yazdi A, Sadr-Hosseini M, Sadeghi M, Sazgar AA, Safikhani R. Comparison of microtia 

reconstructive surgery with autograft versus homograft. Archives of Iranian Medicine 2007; 10: 43-47. 

배제사유 : 자가치아 유래 골 이식술(Autogenous Tooth derived Bone Graft)이 수행되지 않은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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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4. Kaseb MHS. Press-fit femoral fixation in ACL reconstruction using bone-patellar tendon-bone graft. Acta 

Medica Iranica 2009; 47: 143-148. 

배제사유 : 자가치아 유래 골 이식술(Autogenous Tooth derived Bone Graft)이 수행되지 않은 연구 

225. Kashiwa N, Ito O, Ueda T, Kubo K, Matsui H, Kuroyanagi Y. Treatment of full-thickness skin defect 

with concomitant grafting of 6-fold extended mesh auto-skin and allogeneic cultured dermal substitute. 

Artificial Organs 2004; 28: 444-450. 

배제사유 : 자가치아 유래 골 이식술(Autogenous Tooth derived Bone Graft)이 수행되지 않은 연구 

226. Katircioglu YA, Altiparmak UE, Duman S. Comparison of three methods for the treatment of pterygium: 

amniotic membrane graft, conjunctival autograft and conjunctival autograft plus mitomycin C. Orbit 2007; 

26: 5-13. 

배제사유 : 자가치아 유래 골 이식술(Autogenous Tooth derived Bone Graft)이 수행되지 않은 연구 

227. Kato AK. Pancreaticoduodenectomy combined with portal vein resection and reconstruction for pancreas 

head cancer. Pancreatology 2010. 

배제사유 : 원저가 아닌 연구(초록, 리뷰, letter 등): 증례보고는 일단 포함 

228. Katoh K-IY. Reconstruction of vascular access in dialysis using autogenous-venous-graft implantation. 

NDT Plus 2010. 

배제사유 : 원저가 아닌 연구(초록, 리뷰, letter 등): 증례보고는 일단 포함 

229. Kawabata TS. Pathophysiological features of intimal hyperplasia of the arterially implanted autovein graft 

and its anastomosis in dogs. International Journal of Angiology 1998; 7: 150-156. 

배제사유 : 동물 실험 및 전임상시험연구 

230. Kaya Y, Yalim M, Bahcecitapar M, Balos K. Comparison of applying particulate demineralized bone 

matrix, putty DBM and open flap debridement in periodontal horizontal bone defects. A 12-month 

longitudinal, multi-center, triple-blind, split-mouth, randomized, controlled clinical study. Part 1 - clinical 

and radiographic evaluation. Journal of Oral Rehabilitation 2009; 36: 524-534. 

배제사유 : 치조골 결손 환자를 대상으로 하지 않은 연구 

231. Khodadadi LS. Cell therapy in burn repair. Yakhteh 2008; 10: 167-178. 

배제사유 : 자가치아 유래 골 이식술(Autogenous Tooth derived Bone Graft)이 수행되지 않은 연구 

232. Khoury F. Principles and clinical aspects of autologous tooth transplantation. ZWR 1038; 95: 1036. 

배제사유 : 한국어, 영어, 일본어로 출판되지 않은 연구 

233. Kim DH, Choi CB, Yang WJ, Chung WH, Lee AJ, Chung DJ, Lee SY, Do SH, Kim HY. Tracheal 

replacement with fresh and cryopreserved aortic allograft in adult dog. Journal of Surgical Research 2012; 

175: 199-206. 

배제사유 : 동물 실험 및 전임상시험연구 

234. Kim E, Jung JY, Cha IH, Kum KY, Lee SJ. Evaluation of the prognosis and causes of failure in 182 cases 

of autogenous tooth transplantation. Oral Surgery Oral Medicine Oral Pathology Oral Radiology & 

Endodontics 2005; 100: 112-119. 

배제사유 : 자가치아 유래 골 이식술(Autogenous Tooth derived Bone Graft)이 수행되지 않은 연구 

235. Kim YK, Kim SG, Oh JS, Jin SC, Son JS, Kim SY, Lim SY. Analysis of the inorganic component of 

autogenous tooth bone graft material. Journal of Nanoscience & Nanotechnology 2011; 11: 7442-7445. 

배제사유 : 적절한 의료결과를 하나이상 보고하지 않은 연구 

236. Kim YK, Kim SG, Yun PY, Yeo IS, Jin SC, Oh JS, Kim HJ, Yu SK, Lee SY, Kim JS, Um IW, Jeong 

MA, Kim GW. Autogenous teeth used for bone grafting: a comparison with traditional grafting materials. 

Oral Surgery, Oral Medicine, Oral Pathology and Oral Radiology 2014; 117: e39-e45. 

배제사유 : 동물 실험 및 전임상시험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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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7. Kittleson MP. Primary graft dysfunction: Autopsy data sheds light on pathogenesis. Journal of Heart and 

Lung Transplantation 2011. 

배제사유 : 원저가 아닌 연구(초록, 리뷰, letter 등): 증례보고는 일단 포함 

238. Kiwerski JM. Results of treatment of compressive fractures of cervical vertebrae by means of the removal 

of the vertebral body and the use of an autogenic bone graft. Chirurgia Narzadow Ruchu i Ortopedia 

Polska 1979; 44: 531-536. 

배제사유 : 자가치아 유래 골 이식술(Autogenous Tooth derived Bone Graft)이 수행되지 않은 연구 

239. Knast WM-M. Portal vein reconstruction results during extensive resective operations of the pancreas. 

Polski Przeglad Chirurgiczny 2003; 75: 1157-1167. 

배제사유 : 자가치아 유래 골 이식술(Autogenous Tooth derived Bone Graft)이 수행되지 않은 연구 

240. Kodkani PS, Govekar DP, Patankar HS. A new technique of graft harvest for anterior cruciate ligament 

reconstruction with quadruple semitendinosus tendon autograft. Arthroscopy 2004; 20: e101-e104. 

배제사유 : 자가치아 유래 골 이식술(Autogenous Tooth derived Bone Graft)이 수행되지 않은 연구 

241. Koike Y, Murakami S, Matsuzaka K, Inoue T. The effect of Emdogain on ectopic bone formation in tubes 

of rat demineralized dentin matrix. Journal of Periodontal Research 2005; 40: 385-394. 

배제사유 : 동물 실험 및 전임상시험연구 

242. Kokudo N, Sugawara Y, Kaneko J, Imamura H, Sano K, Makuuchi M. Reconstruction of isolated 

caudate portal vein in left liver graft. Liver Transplantation 2004; 10: 1163-1165. 

배제사유 : 자가치아 유래 골 이식술(Autogenous Tooth derived Bone Graft)이 수행되지 않은 연구 

243. Kornblut ADS. The role of autografts, homografts, heterografts, and alloplastic implants in reconstructive 

head and neck surgery. Otolaryngologic Clinics of North America 1982; 15: 147-160. 

배제사유 : 자가치아 유래 골 이식술(Autogenous Tooth derived Bone Graft)이 수행되지 않은 연구 

244. Krause DS, Spitzer TR, Stowell CP. The concentration of CD44 is increased in hematopoietic stem cell 

grafts of patients with acute myeloid leukemia, plasma cell myeloma, and non-Hodgkin lymphoma. 

Archives of Pathology & Laboratory Medicine 2010; 134: 1033-1038. 

배제사유 : 자가치아 유래 골 이식술(Autogenous Tooth derived Bone Graft)이 수행되지 않은 연구 

245. Krishnacharya PS. Tenon's cyst presenting as a long-term complication following incision cataract surgery. 

Case Reports in Medicine 2013; 2013: 759267. 

배제사유 : 자가치아 유래 골 이식술(Autogenous Tooth derived Bone Graft)이 수행되지 않은 연구 

246. Krol Z, Chlebiej M, Zerfass P, Sader R, Zeilhofer HF, Mikolajczak P, Keeve E. Surgery planning tools for 

the osseous grafting treatment. Biomedizinische Technik 2002; 47 Suppl 1 Pt 1: 97-100. 

배제사유 : 자가치아 유래 골 이식술(Autogenous Tooth derived Bone Graft)이 수행되지 않은 연구 

247. Krych AJ, Jackson JD, Hoskin TL, Dahm DL. A meta-analysis of patellar tendon autograft versus patellar 

tendon allograft in anterior cruciate ligament reconstruction. Arthroscopy 2008; 24: 292-298. 

배제사유 : 원저가 아닌 연구(초록, 리뷰, letter 등): 증례보고는 일단 포함 

248. Kucukarslan N, Oz BS, Ozal E, Yildirim V, Tatar H. Factors affecting the morbidity and mortality of 

surgical management of vascular gunshot injuries: missed arterial injury and disregarded vein repair. 

Ulusal Travma ve Acil Cerrahi Dergisi = Turkish Journal of Trauma & Emergency Surgery: TJTES 

2007; 13: 43-48. 

배제사유 : 한국어, 영어, 일본어로 출판되지 않은 연구 

249. Kulkarni VK, Sridhar R, Duddu MK, Banda NR, Sharma DS. Biological restoration in a young patient 

with a complicated crown root fracture with an autogenous tooth fragment. Journal of Clinical Pediatric 

Dentistry 2013; 38: 117-121. 

배제사유 : 자가치아 유래 골 이식술(Autogenous Tooth derived Bone Graft)이 수행되지 않은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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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 Kumaresan K, V. Scintigraphic appearance of dilated marginal artery of Drummond. Clinical Nuclear 

Medicine 1996; 21: 499-500. 

배제사유 : 자가치아 유래 골 이식술(Autogenous Tooth derived Bone Graft)이 수행되지 않은 연구 

251. Kuroki M, Okadome K, Inokuchi K, Sugimachi K. Intimal hyperplasia: the permeation of serum-derived 

substance into the arterial autovein graft under abnormal blood flow. Japanese Journal of Surgery 1988; 

18: 300-307. 

배제사유 : 자가치아 유래 골 이식술(Autogenous Tooth derived Bone Graft)이 수행되지 않은 연구 

252. Kusaba A. The significance of the medical research study: hemodynamic and pathophysiologic 

characteristics in peripheral arterial reconstruction. Nippon Geka Gakkai Zasshi 1997; Journal of Japan 

Surgical Society. 98: 697-699. 

배제사유 : 치조골 결손 환자를 대상으로 하지 않은 연구 

253. Kusaba E, Baba N, Matsuo K, Yamauchi H. A new technique to prepare non-reversed autovein graft. 

Kyobu Geka - Japanese Journal of Thoracic Surgery 1990; 43: 375-377. 

배제사유 : 자가치아 유래 골 이식술(Autogenous Tooth derived Bone Graft)이 수행되지 않은 연구 

254. Kusaba E.Baba. A new technique to prepare non-reversed autovein graft. Kyobu geka 1990; The Japanese 

journal of thoracic surgery. 43: 375-377. 

배제사유 : 자가치아 유래 골 이식술(Autogenous Tooth derived Bone Graft)이 수행되지 않은 연구 

255. Lawrence JP, Waked W, Gillon TJ, White AP, Spock CR, Biswas D, Rosenberger P, Troiano N, Albert 

TJ, Grauer JN. rhBMP-2 overcomes pseudarthrosis in a New Zealand white rabbit posterolateral fusion 

model. Spine 2007; 32: 1206-1213. 

배제사유 : 동물 실험 및 전임상시험연구 

256. Le Goudeveze S.Marchaland. Osteoid osteoma distal to a hip arthroplasty. Orthopaedics and 

Traumatology: Surgery and Research 2009; 95: 388-391. 

배제사유 : 치조골 결손 환자를 대상으로 하지 않은 연구 

257. Lebedev LV, Vinogradov AG, Sedletskii II, Pizin VM, Mirchuk KK, Nosov VA, Azovtsev RA, Kovalev 

VA, Vavilova TV. Surgical treatment of ischemic heart disease using internal thoracic artery and partial 

ileal bypass. Grudnaia i Serdechno-Sosudistaia Khirurgiia 1992; 11-15. 

배제사유 : 한국어, 영어, 일본어로 출판되지 않은 연구 

258. Lee YS, Jung YB. Posterior cruciate ligament: focus on conflicting issues. Clinics in Orthopedic Surgery 

2013; 5: 256-262. 

배제사유 : 원저가 아닌 연구(초록, 리뷰, letter 등): 증례보고는 일단 포함 

259. Leffingwell CM. Autogenous tooth transplantation: a therapeutic alternative. Dental Survey 1926; 56: 22-

23. 

배제사유 : 자가치아 유래 골 이식술(Autogenous Tooth derived Bone Graft)이 수행되지 않은 연구 

260. Leight GS, Parker GA, Sears HF, Marx SJ, Terrill RE. Experimental cryopreservation and 

autotransplantation of parathyroid glands: technique and demonstration of function. Annals of Surgery 

1978; 188: 16-21. 

배제사유 : 동물 실험 및 전임상시험연구 

261. Leniz PF. Study of the incorporation of three types of cancellous bone graft. Experimental model in lambs. 

Revista de Ortopedia y Traumatologia 1999; 43: 300-304. 

배제사유 : 동물 실험 및 전임상시험연구 

262. Lenz JH, Henkel KO, Hingst V, von Versen R, Gundlach KKH. Reconstruction of the frontal calvarian 

continuity in a child using a freeze-preserved autogenous bone graft. Journal of Cranio-Maxillo-Facial 

Surgery 2003; 31: 154-158. 

배제사유 : 자가치아 유래 골 이식술(Autogenous Tooth derived Bone Graft)이 수행되지 않은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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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3. Li G-T, X. Experiment on graft of bone marrow-derived neural stem cells in peripheral nerve. Chinese 

Journal of Clinical Rehabilitation 2005; 9: 187-189. 

배제사유 : 자가치아 유래 골 이식술(Autogenous Tooth derived Bone Graft)이 수행되지 않은 연구 

264. Li GX, Li Q, Li ZY. Double-bundle reconstruction of anterior cruciate ligament using hamstring auto 

graft under arthroscopy. Zhongguo Gushang 2012; 25: 923-927. 

배제사유 : 한국어, 영어, 일본어로 출판되지 않은 연구 

265. Li H, Zou X, Woo C, Ding M, Lind M, Bunger C. Experimental lumbar spine fusion with novel 

tantalum-coated carbon fiber implant. Journal of Biomedical Materials Research 2007; Part B, Applied 

Biomaterials. 81: 194-200. 

배제사유 : 치조골 결손 환자를 대상으로 하지 않은 연구 

266. Li J, Dumonski ML, Liu Q, Lipman A, Hong J, Yang N, Jin Z, Ren Y, Limthongkul W, Bessey JT, 

Thalgott J, Gebauer G, Albert TJ, Vaccaro AR. A multicenter study to evaluate the safety and efficacy of 

a stand-alone anterior carbon I/F Cage for anterior lumbar interbody fusion: two-year results from a Food 

and Drug Administration investigational device exemption clinical trial. Spine 2010; 35: E1564-E1570. 

배제사유 : 자가치아 유래 골 이식술(Autogenous Tooth derived Bone Graft)이 수행되지 않은 연구 

267. Li J, Yang J, Zhong X, He F, Wu X, Shen G. Demineralized dentin matrix composite collagen material 

for bone tissue regeneration. Journal of Biomaterials Science, Polymer Edition 2013; 24: 1519-1528. 

배제사유 : 동물 실험 및 전임상시험연구 

268. Li JL. Fornix reconstruction with oral mucosal graft, conjunctival autograft and amniotic membrane 

transplantation after chemical and thermal burns on ocular surface. Journal of Shanghai Jiaotong 

University 2011; 31: 1061-1065. 

배제사유 : 자가치아 유래 골 이식술(Autogenous Tooth derived Bone Graft)이 수행되지 않은 연구 

269. Li JMY. Surgical treatment of bone giant cell tumors of the spine. European Spine Journal 2011. 

배제사유 : 원저가 아닌 연구(초록, 리뷰, letter 등): 증례보고는 일단 포함 

270. Li Wb, Zhang Jq, Zhou Hb, Wang Sx, Liu W, Bo P, Gan Hl, Mao B. Experience on transplantation of 

auto-pulmonary graft treating with congenital aortic disease. Chung-Hua Wai Ko Tsa Chih 2004; 42: 455-

457. 

배제사유 : 한국어, 영어, 일본어로 출판되지 않은 연구 

271. Lindenmuth JE. Autogenous tooth transplants: an alternative for replacing missing teeth. Journal of the 

Colorado Dental Association 1986; 64: 4-5. 

배제사유 : 자가치아 유래 골 이식술(Autogenous Tooth derived Bone Graft)이 수행되지 않은 연구 

272. Liu S, Peng H, Liu Y, Xiao H, Ren M. Amniotic membrane transplantation and limbal autograft 

transplantation for patients with recurrent pterygium. Yen Ko Hsueh Pao 2007; 23: 227-230. 

배제사유 : 한국어, 영어, 일본어로 출판되지 않은 연구 

273. Liu T, Guo X, Zhang X, Li Z, Zhang Q. Reconstruction with pasteurized autograft for primary malignant 

bone tumor of distal tibia. Bulletin du Cancer 2012; 99: 87-91. 

배제사유 : 자가치아 유래 골 이식술(Autogenous Tooth derived Bone Graft)이 수행되지 않은 연구 

274. Lobe TE, Richardson CJ, Boulden TF, Swischuk LE, Hayden CK, Oldham KT. Mycotic 

thromboaneurysmal disease of the abdominal aorta in preterm infants: its natural history and its 

management. Journal of Pediatric Surgery 1992; 27: 1054-1059. 

배제사유 : 원저가 아닌 연구(초록, 리뷰, letter 등): 증례보고는 일단 포함 

275. Lovius BB, Atherton JD, Wynne TH, Finch LD. Autogenous tooth transplantation: a clinical and 

histological investigation. British Journal of Orthodontics 1974; 1: 27-33. 

배제사유 : 자가치아 유래 골 이식술(Autogenous Tooth derived Bone Graft)이 수행되지 않은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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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6. Lu L, Sun Hf, Xue H, Guo J, Chen Yx. Effects of orthodontic load on the periodontium of autogenously 

transplanted teeth in beagle dogs. Journal of Zhejiang University SCIENCE B 2013; 14: 1025-1032. 

배제사유 : 동물 실험 및 전임상시험연구 

277. Lubowitz JH. All-Inside Anterior Cruciate Ligament Graft Link: Graft Preparation Technique. 

Arthroscopy Techniques 2012; 1: e165-e168. 

배제사유 : 자가치아 유래 골 이식술(Autogenous Tooth derived Bone Graft)이 수행되지 않은 연구 

278. Luo G, Fan H, Sun W, Peng Y, Chen L, Tao J, Li J, Yang S, Li X, Fitzgerald M, Wu J. Blood loss during 

extensive escharectomy and auto-microskin grafting in adult male major burn patients. Burns 2011; 37: 

790-793. 

배제사유 : 자가치아 유래 골 이식술(Autogenous Tooth derived Bone Graft)이 수행되지 않은 연구 

279. Macarini L, Murrone M, Marini S, Mocci A, Ettorre GC. MRI in ACL reconstructive surgery with 

PDLLA bioabsorbable interference screws: evaluation of degradation and osteointegration processes of 

bioabsorbable screws. Radiologia Medica 2004; 107: 47-57. 

배제사유 : 자가치아 유래 골 이식술(Autogenous Tooth derived Bone Graft)이 수행되지 않은 연구 

280. Malik VK, Kumar S. Use of fibrin glue in the management of recurrent pterygium by conjunctival 

autograft. Saudi Medical Journal 2010; 31: 1326-1330. 

배제사유 : 자가치아 유래 골 이식술(Autogenous Tooth derived Bone Graft)이 수행되지 않은 연구 

281. Marino D, Grillo G, Fazioli F, Lubrano di Ricco P, Tricarico A. Auto- and homoplastic grafts in the 

treatment of osteolytic lesions. Chirurgia Degli Organi di Movimento 1989; 74: 7-11. 

배제사유 : 한국어, 영어, 일본어로 출판되지 않은 연구 

282. Markert ML, Li J, Devlin BH, Hoehner JC, Rice HE, Skinner MA, Li YJ, Hale LP. Use of allograft 

biopsies to assess thymopoiesis after thymus transplantation. Journal of Immunology 2008; 180: 6354-

6364. 

배제사유 : 자가치아 유래 골 이식술(Autogenous Tooth derived Bone Graft)이 수행되지 않은 연구 

283. Marques-Ferreira M, Rabaca-Botelho MF, Carvalho L, Oliveiros B, Palmeirao-Carrilho EV. Autogenous 

tooth transplantation: evaluation of pulp tissue regeneration. Medicina Oral, Patologia Oral y Cirugia 

Bucal 2011; 16: e984-e989. 

배제사유 : 자가치아 유래 골 이식술(Autogenous Tooth derived Bone Graft)이 수행되지 않은 연구 

284. Marques FM, Filomena BM, Lina C, Barbara O, Palmeirao CEV. Histological evaluation of periodontal 

regeneration in autogenous tooth transplantation in the dog: a comparison between one and two-stage 

surgical techniques, a pilot study. Dental Traumatology 2010; 26: 76-79. 

배제사유 : 동물 실험 및 전임상시험연구 

285. Masuda Y, I. Liver retransplantation long-term after living donor liver transplantation: A single-center 

experience. Transplantation 2014. 

배제사유 : 원저가 아닌 연구(초록, 리뷰, letter 등): 증례보고는 일단 포함 

286. Matejcik V. Peripheral nerve reconstruction by the auto graft. Revista Neurologica Argentina 2002; 27: 

89-94. 

배제사유 : 자가치아 유래 골 이식술(Autogenous Tooth derived Bone Graft)이 수행되지 않은 연구 

287. Matsubara J, Ohta T, Shionoya S, Ban I. The effects of failure of arterial reconstruction on limb status. 

Nippon Geka Gakkai Zasshi 1984; Journal of Japan Surgical Society. 85: 573-579. 

배제사유 : 동물 실험 및 전임상시험연구 

288. Matsumoto Y, Kuroyanagi Y. Design of a matrix for cultured dermal substitute suitable for simultaneous 

transplantation with auto-skin graft: evaluation in animal test. Journal of Biomaterials Science, Polymer 

Edition 2010; 21: 83-94. 

배제사유 : 동물 실험 및 전임상시험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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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9. Mazzoni A, Mannello F, Tay FR, Tonti GAM, Papa S, Mazzotti G, Di Lenarda R, Pashley DH, Breschi L. 

Zymographic analysis and characterization of MMP-2 and -9 forms in human sound dentin. Journal of 

Dental Research 2007; 86: 436-440. 

배제사유 : 자가치아 유래 골 이식술(Autogenous Tooth derived Bone Graft)이 수행되지 않은 연구 

290. Mazzoni A, Pashley DH, Tay FR, Gobbi P, Orsini G, Ruggeri AJ, Carrilho M, Tjaderhane L, Di Lenarda 

R, Breschi L. Immunohistochemical identification of MMP-2 and MMP-9 in human dentin: correlative 

FEI-SEM/TEM analysis. Journal of Biomedical Materials Research 2009; Part A. 88: 697-703. 

배제사유 : 자가치아 유래 골 이식술(Autogenous Tooth derived Bone Graft)이 수행되지 않은 연구 

291. McCrea SJJ. The "washing line" suture technique for securing the Subepithelial Connective Tissue Graft. 

Journal of Oral Implantology 2014; 40 Spec No: 381-390. 

배제사유 : 자가치아 유래 골 이식술(Autogenous Tooth derived Bone Graft)이 수행되지 않은 연구 

292. Medel R, V. Periumbilical fat graft: A new resource to replace large volume in the orbit. Orbit 2014; 33: 

326-330. 

배제사유 : 자가치아 유래 골 이식술(Autogenous Tooth derived Bone Graft)이 수행되지 않은 연구 

293. Mehta JS, Futter CE, Sandeman SR, Faragher RGAF, Hing KA, Tanner KE, Allan BDS. Hydroxyapatite 

promotes superior keratocyte adhesion and proliferation in comparison with current keratoprosthesis skirt 

materials. British Journal of Ophthalmology 2005; 89: 1356-1362. 

배제사유 : 자가치아 유래 골 이식술(Autogenous Tooth derived Bone Graft)이 수행되지 않은 연구 

294. Migaud H, Flautre B, Behnamghader A, Hardouin P, Lecomte-Houcke M, Duquennoy A. Fatigue rupture 

of a Harris-Galante shell in contact with an autograft of the femur head. Analysis of bone, mechanical and 

metallurgical factors. Acta Orthopaedica Belgica 1996; 62: 168-172. 

배제사유 : 한국어, 영어, 일본어로 출판되지 않은 연구 

295. Mii S.Okadome. Intimal thickening and permeability of arterial autogenous vein graft in a canine poor-

runoff model: Transmission electron microscopic evidence. Surgery 1990; 108: 81-89. 

배제사유 : 자가치아 유래 골 이식술(Autogenous Tooth derived Bone Graft)이 수행되지 않은 연구 

296. Mikolajczak T, Wilk G, Gawrych E. Assessment of bone grafting mineralization in patients with alveolar 

clefts using digital radiography. Annales Academiae Medicae Stetinensis 2007; 53: 66-73. 

배제사유 : 한국어, 영어, 일본어로 출판되지 않은 연구 

297. Mitsugi MK. Alveolar cleft reconstruction using autogenous tooth bone graft material. International 

Journal of Oral and Maxillofacial Surgery 2013. 

배제사유 : 원저가 아닌 연구(초록, 리뷰, letter 등): 증례보고는 일단 포함 

298. Mittelmeier H, Mittelmeier W, Gleitz M. Pyrost, a spongious, mineral bone substitute. Experimental bases 

and 13-year clinical experience in over 1000 cases. Orthopade 1998; 27: 126-135. 

배제사유 : 한국어, 영어, 일본어로 출판되지 않은 연구 

299. Mittelmeier HM. Xenogenic deproteinized bone substitute Pyrost. Experimental basics and 13 years of 

clinical experience in more than 1000 case. Orthopade 1998; 27: 126-135. 

배제사유 : 자가치아 유래 골 이식술(Autogenous Tooth derived Bone Graft)이 수행되지 않은 연구 

300. Mittelmeier W, Braun C, Gradinger R. Defect fractures of the tibia--various forms of bone replacement. 

Chirurg 1996; 67: 1087-1092. 

배제사유 : 원저가 아닌 연구(초록, 리뷰, letter 등): 증례보고는 일단 포함 

301. Miura KS. Efficacy of heterotopic auxiliary partial liver transplantation in living donor transplantation. 

Transplantation 2010. 

배제사유 : 원저가 아닌 연구(초록, 리뷰, letter 등): 증례보고는 일단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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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2. Mizutani H, Mera K, Ueda M, Iwata H. A study of the bone morphogenetic protein derived from bovine 

demineralized dentin matrix. Nagoya Journal of Medical Science 1996; 59: 37-47. 

배제사유 : 자가치아 유래 골 이식술(Autogenous Tooth derived Bone Graft)이 수행되지 않은 연구 

303. Modaress R. Autogenous tooth transplantation. Journal of the Dental School, National University of Iran 

1977; 9: 39-46. 

배제사유 : 한국어, 영어, 일본어로 출판되지 않은 연구 

304. Moghtadaei MN. Outcome of hamstring ligament harvest for Anterior Cruciate Ligament reconstruction 

with allograft versus autograft: A clinical trial. Tehran University Medical Journal 2013; 71: 509-517. 

배제사유 : 자가치아 유래 골 이식술(Autogenous Tooth derived Bone Graft)이 수행되지 않은 연구 

305. Mohanty A, Biswas A, Reddy M, Kolluri S. Expansile cranioplasty for massive occipital encephalocele. 

Childs Nervous System 2006; 22: 1170-1176. 

배제사유 : 자가치아 유래 골 이식술(Autogenous Tooth derived Bone Graft)이 수행되지 않은 연구 

306. Monsour FN, Adkins KF. A radiographic assessment of autologous tooth transplants in dogs. Journal of 

Oral & Maxillofacial Surgery 1983; 41: 24-33. 

배제사유 : 동물 실험 및 전임상시험연구 

307. Mora-Rincones OA, Corona-Rodriguez JC, az-Carvajal AL, Franco-Carrero IC. Aplication of 

demineralized human bone matrix in the surgical dental fusion treatment. Report of a case. Investigacion 

Clinica 2008; 49: 239-249. 

배제사유 : 한국어, 영어, 일본어로 출판되지 않은 연구 

308. Mori E.Komori. Comparison of the long-term results between surgical and conservative treatment in 

patients with intermittent claudication. Surgery 2002; 131: S269-S274. 

배제사유 : 자가치아 유래 골 이식술(Autogenous Tooth derived Bone Graft)이 수행되지 않은 연구 

309. Morita KS. Long-term outcome of renal arterial aneurysm; comparison between conservative therapy and 

surgical treatment in single center analysis. European Urology, Supplements 2011. 

배제사유 : 원저가 아닌 연구(초록, 리뷰, letter 등): 증례보고는 일단 포함 

310. Murata M, Sato D, Hino J, Akazawa T, Tazaki J, Ito K, Arisue M. Acid-insoluble human dentin as carrier 

material for recombinant human BMP-2. Journal of Biomedical Materials Research 2012; Part A. 100: 

571-577. 

배제사유 : 자가치아 유래 골 이식술(Autogenous Tooth derived Bone Graft)이 수행되지 않은 연구 

311. Nacu LN, V. Cord blood cells in stress urinary incontinence treatment. International Journal of 

Gynecology and Obstetrics 2009. 

배제사유 : 원저가 아닌 연구(초록, 리뷰, letter 등): 증례보고는 일단 포함 

312. Nagino M, Nimura Y. Combined portal vein and liver resection for biliary cancer. Nippon Geka Gakkai 

Zasshi 2001; Journal of Japan Surgical Society. 102: 815-819. 

배제사유 : 자가치아 유래 골 이식술(Autogenous Tooth derived Bone Graft)이 수행되지 않은 연구 

313. Nagy Z, Gyurkovics E, Kaliszky P, Kupcsulik P. Sapheno-peritoneal shunt for the treatment of ascites. 

Magyar Sebeszet 2001; 54: 235-238. 

배제사유 : 한국어, 영어, 일본어로 출판되지 않은 연구 

314. Nakabayashi N, Watanabe A, Igarashi K. AFM observation of collapse and expansion of phosphoric acid-

demineralized dentin. Journal of Biomedical Materials Research 2004; Part A. 68: 558-565. 

배제사유 : 자가치아 유래 골 이식술(Autogenous Tooth derived Bone Graft)이 수행되지 않은 연구 

315. Nakaoki Y, Nikaido T, Pereira PN, Inokoshi S, Tagami J. Dimensional changes of demineralized dentin 

treated with HEMA primers. Dental Materials 2000; 16: 441-446. 

배제사유 : 자가치아 유래 골 이식술(Autogenous Tooth derived Bone Graft)이 수행되지 않은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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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6. Nakashima M. Induction of dentin formation on canine amputated pulp by recombinant human bone 

morphogenetic proteins -2 and -4. Journal of Dental Research 1994; 73: 1515-1522. 

배제사유 : 자가치아 유래 골 이식술(Autogenous Tooth derived Bone Graft)이 수행되지 않은 연구 

317. Narita K, Iwanami H, Hiyoshi H, Tachibana M, Hasegawa K, Sakonji M, Tsuboi E. Pulmonary vein 

reconstruction for lung carcinoma. Kyobu Geka - Japanese Journal of Thoracic Surgery 1999; 52: 30-34. 

배제사유 : 치조골 결손 환자를 대상으로 하지 않은 연구 

318. Nethander G. Autogenous free tooth transplantation with a two-stage operation technique. Swedish Dental 

Journal - Supplement 2003; 1-51. 

배제사유 : 동물 실험 및 전임상시험연구 

319. Nethander G, Skoglund A, Kahnberg KE. Experimental autogenous tooth transplantation in the dog: a 

comparison between one- and two-stage surgical techniques. Acta Odontologica Scandinavica 2003; 61: 

223-229. 

배제사유 : 동물 실험 및 전임상시험연구 

320. Nishihara K. Application of bioactive ceramics for functional surgery in masticatory organs. Bio-Medical 

Materials & Engineering 1994; 4: 161-170. 

배제사유 : 자가치아 유래 골 이식술(Autogenous Tooth derived Bone Graft)이 수행되지 않은 연구 

321. Nogueira Filho GdR, Machion L, Teixeira FB, Pimenta LA, Sallum EA. Reattachment of an autogenous 

tooth fragment in a fracture with biologic width violation: a case report. Quintessence International 2002; 

33: 181-184. 

배제사유 : 자가치아 유래 골 이식술(Autogenous Tooth derived Bone Graft)이 수행되지 않은 연구 

322. Nordenram A. Autogenous tooth transplantation. Transactions of the International Conference on Oral 

Surgery 1967; 371-374. 

배제사유 : 원저가 아닌 연구(초록, 리뷰, letter 등): 증례보고는 일단 포함 

323. Norris OS. Endosseous implants in non-vascularized bone grafts: Outcome analysis. Journal of Oral and 

Maxillofacial Surgery 2013. 

배제사유 : 원저가 아닌 연구(초록, 리뷰, letter 등): 증례보고는 일단 포함 

324. Nourichafi NB. Hematopoietic stem cells auto-graft in Morocco. Vox Sanguinis 2009. 

배제사유 : 원저가 아닌 연구(초록, 리뷰, letter 등): 증례보고는 일단 포함 

325. Novak VZ. A successful autotransplantation substitution of facial nerve after parotidectomy with 

subsequent actinotherapy. Ceskoslovenska Otolaryngologie 1984; 33: 251-256. 

배제사유 : 자가치아 유래 골 이식술(Autogenous Tooth derived Bone Graft)이 수행되지 않은 연구 

326. Noyes FR, Medvecky MJ, Bhargava M. Arthroscopically assisted quadriceps double-bundle tibial inlay 

posterior cruciate ligament reconstruction: An analysis of techniques and a safe operative approach to the 

popliteal fossa. Arthroscopy 2003; 19: 894-905. 

배제사유 : 자가치아 유래 골 이식술(Autogenous Tooth derived Bone Graft)이 수행되지 않은 연구 

327. Noyes FRB. Biomechanical analysis of human ligament grafts used in knee-ligament repairs and 

reconstructions. Journal of Bone and Joint Surgery - Series A 1984; 66: 344-352. 

배제사유 : 자가치아 유래 골 이식술(Autogenous Tooth derived Bone Graft)이 수행되지 않은 연구 

328. Ogawa R, Saito C, Jung HS, Ohshima H. Capacity of dental pulp differentiation after tooth transplantation. 

Cell & Tissue Research 2006; 326: 715-724. 

배제사유 : 자가치아 유래 골 이식술(Autogenous Tooth derived Bone Graft)이 수행되지 않은 연구 

329. Oguntebi B, Clark A, Wilson J. Pulp capping with Bioglass and autologous demineralized dentin in 

miniature swine. Journal of Dental Research 1993; 72: 484-489. 

배제사유 : 동물 실험 및 전임상시험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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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0. Oguntebi BR, Heaven T, Clark AE, Pink FE. Quantitative assessment of dentin bridge formation 

following pulp-capping in miniature swine. Journal of Endodontics 1995; 21: 79-82. 

배제사유 : 동물 실험 및 전임상시험연구 

331. Ohata N, Uchiyama Y, Anesaki K. Prosthodontic study on restoration using autologous teeth. Part II: 

Crown and bridge. Hotetsu Rinsho - Practice in Prosthodontics 1981; 14: 323-329. 

배제사유 : 자가치아 유래 골 이식술(Autogenous Tooth derived Bone Graft)이 수행되지 않은 연구 

332. Ohta M, Kusaba A, Shrestha DR, Koja K, Kina M, Shiroma H, Ohmine Y. Popliteal artery entrapment 

syndrome. Report of two cases. Journal of Cardiovascular Surgery 1991; 32: 697-701. 

배제사유 : 자가치아 유래 골 이식술(Autogenous Tooth derived Bone Graft)이 수행되지 않은 연구 

333. Ohta O, Kusaba A. Development of vasa vasorum in the arterially implanted autovein bypass graft and its 

anastomosis in the dog. International Angiology 1997; 16: 197-203. 

배제사유 : 동물 실험 및 전임상시험연구 

334. Okadome K, Kuroki M, Ohtsuka K, Muto Y, Inokuchi K. Initial histopathology of the autovein graft in 

late occlusion after arterial reconstruction. Journal of Cardiovascular Surgery 1986; 27: 241-247. 

배제사유 : 자가치아 유래 골 이식술(Autogenous Tooth derived Bone Graft)이 수행되지 않은 연구 

335. Okamura H, Nakamura K, Yanagihara N. Reconstruction of the carotid artery in radical neck dissection. 

Auris, Nasus, Larynx 1985; 12 Suppl 2: S103-S106. 

배제사유 : 자가치아 유래 골 이식술(Autogenous Tooth derived Bone Graft)이 수행되지 않은 연구 

336. Okita YL. Improved production of human beta-defensins in grafted site skin tissues of human IMC/mouse 

chimeras treated with glycyrrhizin. Journal of Immunology 2012. 

배제사유 : 원저가 아닌 연구(초록, 리뷰, letter 등): 증례보고는 일단 포함 

337. Okutsu I. Newly designed skin temperature monitoring system for microvascular anastomosis--an 

experimental and clinical study. Nippon Seikeigeka Gakkai Zasshi - Journal of the Japanese Orthopaedic 

Association 1982; 56: 369-385. 

배제사유 : 자가치아 유래 골 이식술(Autogenous Tooth derived Bone Graft)이 수행되지 않은 연구 

338. Oliva AYS. Satisfactory mobilitation with filgrastim as a single agent in autologous haematopoietic 

progenitor transplantation. A single-centre experience. Bone Marrow Transplantation 2012. 

배제사유 : 원저가 아닌 연구(초록, 리뷰, letter 등): 증례보고는 일단 포함 

339. Orlov AA, Saburina IN, Sisoev SD, Grigorian AD. Influence of transplantation of autogenic mezenhymal 

stem cells from the fatty tissues on osseogenic process. Patologicheskaia Fiziologiia i Eksperimentalnaia 

Terapiia 2014; 3-7. 

배제사유 : 한국어, 영어, 일본어로 출판되지 않은 연구 

340. Oue T, Kamata S, Usui N, Okuyama H, Nose K, Okada A. Histopathologic changes after 

tracheobronchial reconstruction with costal cartilage graft for congenital tracheal stenosis. Journal of 

Pediatric Surgery 2001; 36: 329-333. 

배제사유 : 자가치아 유래 골 이식술(Autogenous Tooth derived Bone Graft)이 수행되지 않은 연구 

341. Palma-Dibb RG, Taba MJ, Santos CM, Navarro VP. Autogenous tooth fragment reattachment--

association of periodontal surgery and endodontic and restorative procedures: a case report. Quintessence 

International 2004; 35: 179-184. 

배제사유 : 자가치아 유래 골 이식술(Autogenous Tooth derived Bone Graft)이 수행되지 않은 연구 

342. Pang NS, Choi YK, Kim KD, Park W. Autotransplantation of an ectopic impacted premolar with sinus lift 

and allogenic bone graft. International Endodontic Journal 2011; 44: 967-975. 

배제사유 : 자가치아 유래 골 이식술(Autogenous Tooth derived Bone Graft)이 수행되지 않은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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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3. Park J-IC. Anterior cervical discectomy and fusion using a stand-alone polyetheretherketone cage packed 

with local autobone: Assessment of bone fusion and subsidence. Journal of Korean Neurosurgical Society 

2013; 54: 189-193. 

배제사유 : 자가치아 유래 골 이식술(Autogenous Tooth derived Bone Graft)이 수행되지 않은 연구 

344. Park JG, Ye Q, Topp EM, Spencer P. Enzyme-catalyzed hydrolysis of dentin adhesives containing a new 

urethane-based trimethacrylate monomer. Journal of Biomedical Materials Research 2009; Part B, 

Applied Biomaterials. 91: 562-571. 

배제사유 : 자가치아 유래 골 이식술(Autogenous Tooth derived Bone Graft)이 수행되지 않은 연구 

345. Park JM, Tatad JC, Landayan ME, Heo SJ, Kim SJ. Optimizing third molar autotransplantation: 

applications of reverse-engineered surgical templates and rapid prototyping of three-dimensional teeth. 

Journal of Oral & Maxillofacial Surgery 2014; 72: 1653-1659. 

배제사유 : 자가치아 유래 골 이식술(Autogenous Tooth derived Bone Graft)이 수행되지 않은 연구 

346. Park SY, Moon SH, Park MS, Oh KS, Lee HM. The effects of ketorolac injected via patient controlled 

analgesia postoperatively on spinal fusion. Yonsei Medical Journal 2005; 46: 245-251. 

배제사유 : 자가치아 유래 골 이식술(Autogenous Tooth derived Bone Graft)이 수행되지 않은 연구 

347. Pashley DH, Agee KA, Nakajima M, Tay FR, Carvalho RM, Terada RS, Harmon FJ, Lee WK, 

Rueggeberg FA. Solvent-induced dimensional changes in EDTA-demineralized dentin matrix. Journal of 

Biomedical Materials Research 2001; 56: 273-281. 

배제사유 : 자가치아 유래 골 이식술(Autogenous Tooth derived Bone Graft)이 수행되지 않은 연구 

348. Pashley DH, Agee KA, Wataha JC, Rueggeberg F, Ceballos L, Itou K, Yoshiyama M, Carvalho RM, Tay 

FR. Viscoelastic properties of demineralized dentin matrix. Dental Materials 2003; 19: 700-706. 

배제사유 : 자가치아 유래 골 이식술(Autogenous Tooth derived Bone Graft)이 수행되지 않은 연구 

349. Pashley DH, Carvalho RM, Tay FR, Agee KA, Lee KW. Solvation of dried dentin matrix by water and 

other polar solvents. American Journal of Dentistry 2002; 15: 97-102. 

배제사유 : 자가치아 유래 골 이식술(Autogenous Tooth derived Bone Graft)이 수행되지 않은 연구 

350. Pashley DH, Zhang Y, Carvalho RM, Rueggeberg FA, Russell CM. H+-induced tension development in 

demineralized dentin matrix. Journal of Dental Research 2000; 79: 1579-1583. 

배제사유 : 자가치아 유래 골 이식술(Autogenous Tooth derived Bone Graft)이 수행되지 않은 연구 

351. Patel S.Trehan. Successful ACL reconstruction with a variant of the pes anserinus. Journal of 

Orthopaedics and Traumatology 2009; 10: 203-205. 

배제사유 : 자가치아 유래 골 이식술(Autogenous Tooth derived Bone Graft)이 수행되지 않은 연구 

352. Pawelec K, Juszczak M, Kinasiewicz A, Sabat M, Szymanska K, Wierzbicki Z, Fiedor P. Surgical 

removal of the pancreas with one-step autotransplantation of isolated Langerhans islets into the hepatic 

portal system in the pig. Polskie Archiwum Medycyny Wewnetrznej 2009; 119: 299-304. 

배제사유 : 동물 실험 및 전임상시험연구 

353. Perlick LD. A comparison between xenogenic deproteinized bone substitute Pyrost and autologous bone 

graft in the surgical management of simple bone cysts: Clinical and radiographic results. European 

Journal of Trauma 2001; 27: 117-122. 

배제사유 : 자가치아 유래 골 이식술(Autogenous Tooth derived Bone Graft)이 수행되지 않은 연구 

354. Petrosiute A, Auletta JJ, Lazarus HM. Achieving graft-versus-tumor effect in brain tumor patients: from 

autologous progenitor cell transplant to active immunotherapy. Immunotherapy 2012; 4: 1139-1151. 

배제사유 : 원저가 아닌 연구(초록, 리뷰, letter 등): 증례보고는 일단 포함 

355. Pili DC. Total knee replacement and non traumatic patellar tendon rupture in a patient with recurrent 

patellar dislocation. Journal of Orthopaedics and Traumatology 2011. 

배제사유 : 원저가 아닌 연구(초록, 리뷰, letter 등): 증례보고는 일단 포함 



자가치아 유래 골 이식술 

 
129 

356. Piontek T, Ciemniewska-Gorzela K, Szulc A. Operative technique and preliminary results of arthroscopic 

reconstruction of posterior cruciate ligament. Chirurgia Narzadow Ruchu i Ortopedia Polska 2008; 73: 

297-302. 

배제사유 : 한국어, 영어, 일본어로 출판되지 않은 연구 

357. Plaass C. Chronic Achilles tendon lesion. Minimally invasive treatment with autologous semitendinosus 

graft. Zeitschrift fur Orthopadie & Unfallchirurgie 2013; 151: 221. 

배제사유 : 한국어, 영어, 일본어로 출판되지 않은 연구 

358. Pogrel MA. Evaluation of over 400 autogenous tooth transplants. Journal of Oral & Maxillofacial 

Surgery 1987; 45: 205-211. 

배제사유 : 자가치아 유래 골 이식술(Autogenous Tooth derived Bone Graft)이 수행되지 않은 연구 

359. Pongsiri S. Autogenous tooth transplantation in the office. Zahnarzt 556; 30: 551-554. 

배제사유 : 한국어, 영어, 일본어로 출판되지 않은 연구 

360. Pourebrahim N, Hashemibeni B, Shahnaseri S, Torabinia N, Mousavi B, Adibi S, Heidari F, Alavi MJ. A 

comparison of tissue-engineered bone from adipose-derived stem cell with autogenous bone repair in 

maxillary alveolar cleft model in dogs. International Journal of Oral & Maxillofacial Surgery 2013; 42: 

562-568. 

배제사유 : 동물 실험 및 전임상시험연구 

361. Pouyet M, Paquet C, Mechet I, Le Derf Y, Bernard P, Figueiredo P, Berger F, Boillot O. Hemodynamic 

tolerance and rapid hypertrophy of a hepatic graft corresponding to less than 30% of the ideal mass in pigs. 

Gastroenterologie Clinique et Biologique 2001; 25: 869-874. 

배제사유 : 한국어, 영어, 일본어로 출판되지 않은 연구 

362. Presnal BP, Kimbrough EE. What to do about a dropped bone graft. Clinical Orthopaedics & Related 

Research 1993; 310-311. 

배제사유 : 자가치아 유래 골 이식술(Autogenous Tooth derived Bone Graft)이 수행되지 않은 연구 

363. Puapichartdumrong P, Ikeda H, Suda H. Outward fluid flow reduces inward diffusion of bacterial 

lipopolysaccharide across intact and demineralised dentine. Archives of Oral Biology 2005; 50: 707-713. 

배제사유 : 자가치아 유래 골 이식술(Autogenous Tooth derived Bone Graft)이 수행되지 않은 연구 

364. Punjaisee S. Atlanto-occipital dislocation: a case report and review of the literature. Journal of the Medical 

Association of Thailand 2004; 87: 557-560. 

배제사유 : 원저가 아닌 연구(초록, 리뷰, letter 등): 증례보고는 일단 포함 

365. Quirbach S.Smekal. Anatomical double-bundle reconstruction of the medial patellofemoral ligament with 

a gracilis autograft. Operative Orthopadie und Traumatologie 2012; 24: 131-139. 

배제사유 : 자가치아 유래 골 이식술(Autogenous Tooth derived Bone Graft)이 수행되지 않은 연구 

366. Rakusin H, Jurosky KA, Gutmann JL. A five-year follow-up of autogenous tooth transplantation: a case 

report. International Endodontic Journal 1988; 21: 327-332. 

배제사유 : 자가치아 유래 골 이식술(Autogenous Tooth derived Bone Graft)이 수행되지 않은 연구 

367. Redzic A, Smajilagic A, Aljicevic M, Berberovic L. In vivo osteoinductive effect and in vitro isolation 

and cultivation bone marrow mesenchymal stem cells. Collegium Antropologicum 2010; 34: 1405-1409. 

배제사유 : 자가치아 유래 골 이식술(Autogenous Tooth derived Bone Graft)이 수행되지 않은 연구 

368. Reich PP. Autogenous transplantation of maxillary and mandibular molars. Journal of Oral & 

Maxillofacial Surgery 2008; 66: 2314-2317. 

배제사유 : 자가치아 유래 골 이식술(Autogenous Tooth derived Bone Graft)이 수행되지 않은 연구 

369. Reis-Filho CR, Silva ER, Martins AB, Pessoa FF, Gomes PVN, de Araujo MSC, Miziara MN, Alves JB. 

Demineralised human dentine matrix stimulates the expression of VEGF and accelerates the bone repai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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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 tooth sockets of rats. Archives of Oral Biology 2012; 57: 469-476. 

배제사유 : 동물 실험 및 전임상시험연구 

370. Richardson MJ, Dickinson IC. Giant cell tumor of bone. Bulletin of the Hospital for Joint Diseases 1998; 

57: 6-10. 

배제사유 : 치조골 결손 환자를 대상으로 하지 않은 연구 

371. Richmond JC, Weitzel PP. Bioresorbable scaffolds for anterior cruciate ligament reconstruction: do we 

need an off-the-shelf ACL substitute?. Sports Medicine & Arthroscopy Review 2010; 18: 40-42. 

배제사유 : 원저가 아닌 연구(초록, 리뷰, letter 등): 증례보고는 일단 포함 

372. Rifi HM. Breast cancer after treatement for osteosarcoma: 2 cases reports. Pediatric Blood and Cancer 

2009. 

배제사유 : 원저가 아닌 연구(초록, 리뷰, letter 등): 증례보고는 일단 포함 

373. Rimondini L, Mele S. Stem cell technologies for tissue regeneration in dentistry. Minerva Stomatologica 

2009; 58: 483-500. 

배제사유 : 원저가 아닌 연구(초록, 리뷰, letter 등): 증례보고는 일단 포함 

374. Ritacco AA, Ritacco NC. Autologous tooth transplantation. Revista de Odontologia Da Unesp 1970; 1: 

325-354. 

배제사유 : 한국어, 영어, 일본어로 출판되지 않은 연구 

375. Robert H, Es-Sayeh J. The role of periosteal flap in the prevention of femoral widening in anterior cruciate 

ligament reconstruction using hamstring tendons. Knee Surgery, Sports Traumatology, Arthroscopy 2004; 

12: 30-35. 

배제사유 : 자가치아 유래 골 이식술(Autogenous Tooth derived Bone Graft)이 수행되지 않은 연구 

376. Robson WC, Katz RW. Preliminary studies on pulp capping with demineralized dentin. Proceedings of 

the Finnish Dental Society 1992; 88 Suppl 1: 279-283. 

배제사유 : 동물 실험 및 전임상시험연구 

377. Rocha CAC. Sintered anorganic bone graft increases autocrine expression of VEGF, MMP-2 and MMP-9 

during repair of critical-size bone defects. Journal of Molecular Histology 2014; 45: 447-461. 

배제사유 : 자가치아 유래 골 이식술(Autogenous Tooth derived Bone Graft)이 수행되지 않은 연구 

378. Rodrigues LMR. Stand-alone posterior ressection of lumbar hemivertebrae: Case report. HealthMED 

2012; 6: 2153-2156. 

배제사유 : 자가치아 유래 골 이식술(Autogenous Tooth derived Bone Graft)이 수행되지 않은 연구 

379. Romeril KRB. A high-risk genetic signature is predictive for poor outcome in auto-transplant eigible 

multiple myeloma patients even with use of novel agents. A single institution study. Blood 2013. 

배제사유 : 원저가 아닌 연구(초록, 리뷰, letter 등): 증례보고는 일단 포함 

380. Rosa QF, Barcelos TM, Kaizer MR, Montagner AF, Sarkis-Onofre R, Masotti AS, Jardim PS, Pereira-

Cenci T, Oliveira EF, Cenci MS. Do educational methods affect students' ability to remove artificial 

carious dentine? A randomised controlled trial. European Journal of Dental Education 2013; 17: 154-158. 

배제사유 : 자가치아 유래 골 이식술(Autogenous Tooth derived Bone Graft)이 수행되지 않은 연구 

381. Rosenstein JM, Brightman MW. Alterations of the blood-brain barrier after transplantation of autonomic 

ganglia into the mammalian central nervous system. Journal of Comparative Neurology 1986; 250: 339-

351. 

배제사유 : 자가치아 유래 골 이식술(Autogenous Tooth derived Bone Graft)이 수행되지 않은 연구 

382. Rosenstein JM, Brightman MW. Circumventing the blood-brain barrier with autonomic ganglion 

transplants. Science 1983; 221: 879-881. 

배제사유 : 자가치아 유래 골 이식술(Autogenous Tooth derived Bone Graft)이 수행되지 않은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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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3. Rosenstein JM, Krum JM, Trapp BD. The astroglial response to autonomic tissue grafts. Brain Research 

1989; 476: 110-119. 

배제사유 : 자가치아 유래 골 이식술(Autogenous Tooth derived Bone Graft)이 수행되지 않은 연구 

384. Rossi FH, I. Mini moldable tunneler: A technical improvement for hemodialysis access. Jornal Vascular 

Brasileiro 2011; 10: 308-311. 

배제사유 : 자가치아 유래 골 이식술(Autogenous Tooth derived Bone Graft)이 수행되지 않은 연구 

385. Rozen WM, Niumsawatt V, Ross R, Leong JC, Ek EW. The vascular basis of the hemi-hamate 

osteochondral free flap. Part 1: vascular anatomy and clinical correlation. Surgical & Radiologic Anatomy 

2013; 35: 585-594. 

배제사유 : 자가치아 유래 골 이식술(Autogenous Tooth derived Bone Graft)이 수행되지 않은 연구 

386. Saddadi F, Hakemi M, Najafi I, Moghadam K, Ghavamzadeh A, Jahani M, Ganji M, Amini M, 

Soleimanian T. Chronic kidney disease after hematopoietic cell transplantation: frequency, risk factors, 

and outcomes. Transplantation Proceedings 2009; 41: 2895-2897. 

배제사유 : 자가치아 유래 골 이식술(Autogenous Tooth derived Bone Graft)이 수행되지 않은 연구 

387. Sadiq MN, Arif AS, Jaffar S, Bhatia J. Use of supero-temporal free conjunctivo-limbal autograft in the 

surgical management of pterygium: our technique and results. Journal of Ayub Medical College, 

Abbottabad: JAMC 2009; 21: 121-124. 

배제사유 : 자가치아 유래 골 이식술(Autogenous Tooth derived Bone Graft)이 수행되지 않은 연구 

388. Sagherian BH, Claridge RJ. Porous tantalum as a structural graft in foot and ankle surgery. Foot & Ankle 

International 2012; 33: 179-189. 

배제사유 : 자가치아 유래 골 이식술(Autogenous Tooth derived Bone Graft)이 수행되지 않은 연구 

389. Sahin MJ. Surgical repair of a case of anomalous left main coronary artery from pulmonary artery. 

International Journal of Cardiology 2011. 

배제사유 : 원저가 아닌 연구(초록, 리뷰, letter 등): 증례보고는 일단 포함 

390. Saito T, Toyooka H, Ito S, Crenshaw MA. In vitro study of remineralization of dentin: effects of ions on 

mineral induction by decalcified dentin matrix. Caries Research 2003; 37: 445-449. 

배제사유 : 자가치아 유래 골 이식술(Autogenous Tooth derived Bone Graft)이 수행되지 않은 연구 

391. Saito TT. In vitro Study of Remineralization of Dentin: Effects of Ions on Mineral Induction by 

Decalcified Dentin Matrix. Caries Research 2003; 37: 445-449. 

배제사유 : 동물 실험 및 전임상시험연구 

392. Sakamoto MM. Cultured epidermis accelerates wound healing in combination with meshed skin grafting. 

Journal of Burn Care and Research 2014. 

배제사유 : 원저가 아닌 연구(초록, 리뷰, letter 등): 증례보고는 일단 포함 

393. Sakar MK. The effect of poly and human mesenchymal stem cell on axonal regeneration in experimental 

sciatic nerve damage. International Journal of Neuroscience 2014; 124: 685-696. 

배제사유 : 자가치아 유래 골 이식술(Autogenous Tooth derived Bone Graft)이 수행되지 않은 연구 

394. Samson TD, Dias MS, Boustred AM. Cranial auto graft expansion technique for cranial vault expansion. 

Journal of Craniofacial Surgery 2008; 19: 1628-1630. 

배제사유 : 자가치아 유래 골 이식술(Autogenous Tooth derived Bone Graft)이 수행되지 않은 연구 

395. Sandhu HS, Turner S, Kabo JM, Kanim LE, Liu D, Nourparvar A, Delamarter RB, Dawson EG. 

Distractive properties of a threaded interbody fusion device. An in vivo model. Spine 1996; 21: 1201-1210. 

배제사유 : 동물 실험 및 전임상시험연구 



Autogenous Tooth derived Bone Graft 

 
132 

396. Sarrafan NN-T. Assessment of prophylactic bone grafting effect on union of open tibial fracture. Pakistan 

Journal of Medical Sciences 2013; 29: 112-114. 

배제사유 : 자가치아 유래 골 이식술(Autogenous Tooth derived Bone Graft)이 수행되지 않은 연구 

397. Sarris GE, Moore KA, Schroeder JS, Hunt SA, Fowler MB, Valantine HB, Vagelos RH, Billingham ME, 

Oyer PE, Stinson EB. Cardiac transplantation: the Stanford experience in the cyclosporine era. Journal of 

Thoracic & Cardiovascular Surgery 1994; 108: 240-251. 

배제사유 : 자가치아 유래 골 이식술(Autogenous Tooth derived Bone Graft)이 수행되지 않은 연구 

398. Sassard WRE. Augmenting local bone with grafton demineralized bone matrix for posterolateral spine 

fusion: Avoiding second site autologous bone harvest. Orthopedics 2000; 23: 1059-1065. 

배제사유 : 자가치아 유래 골 이식술(Autogenous Tooth derived Bone Graft)이 수행되지 않은 연구 

399. Sassmannshausen G, Carr CF. Transcutaneous migration of a tibial bioabsorbable interference screw after 

anterior cruciate ligament reconstruction. Arthroscopy 2003; 19: E133-E136. 

배제사유 : 자가치아 유래 골 이식술(Autogenous Tooth derived Bone Graft)이 수행되지 않은 연구 

400. Schettino LCC. Surgical treatment of old bilateral cervical dislocations by double approach and three 

exposures. Revista Brasileira de Ortopedia 1997; 32: 117-122. 

배제사유 : 자가치아 유래 골 이식술(Autogenous Tooth derived Bone Graft)이 수행되지 않은 연구 

401. Schmalz TF. Mechanical and electromyographical gait parameters in the course of rehabilitation after 

anterior cruciate ligament reconstruction. European Journal of Sports Traumatology and Related 

Research 2001; 23: 146-151. 

배제사유 : 자가치아 유래 골 이식술(Autogenous Tooth derived Bone Graft)이 수행되지 않은 연구 

402. Schulz S. The prognosis of autologous tooth transplants in orthodontic treatment planning. Fortschritte 

der Kieferorthopadie 1989; 50: 186-195. 

배제사유 : 한국어, 영어, 일본어로 출판되지 않은 연구 

403. Schwartz-Arad D, Levin L, Ashkenazi M. Treatment options of untreatable traumatized anterior maxillary 

teeth for future use of dental implantation. Implant Dentistry 2004; 13: 11-19. 

배제사유 : 원저가 아닌 연구(초록, 리뷰, letter 등): 증례보고는 일단 포함 

404. Schwarz N, Bauer J. Post-traumatic os odontoideum. Unfallchirurg 1995; 98: 483-486. 

배제사유 : 한국어, 영어, 일본어로 출판되지 않은 연구 

405. Schwarz NB. Acquired os odontoideum. Unfallchirurg 1995; 98: 483-486. 

배제사유 : 자가치아 유래 골 이식술(Autogenous Tooth derived Bone Graft)이 수행되지 않은 연구 

406. Selber JC, Clemens MW, Oates S, Baumann DP. Autoderm: an alternative bioprosthetic for breast 

reconstruction. Plastic & Reconstructive Surgery 2013; 131: 985-987. 

배제사유 : 자가치아 유래 골 이식술(Autogenous Tooth derived Bone Graft)이 수행되지 않은 연구 

407. Shalom AW. Full-thickness burns across joints: Results of coverage with acellular dermal matrix and thin 

autograft. European Journal of Plastic Surgery 2005; 28: 82-85. 

배제사유 : 자가치아 유래 골 이식술(Autogenous Tooth derived Bone Graft)이 수행되지 않은 연구 

408. Sharma AKW. Corneo- conjunctival auto grafting in pterygium surgery. JK Science 2004; 6: 149-152. 

배제사유 : 자가치아 유래 골 이식술(Autogenous Tooth derived Bone Graft)이 수행되지 않은 연구 

409. Sharma MK. Sutureless and glue free limbal conjunctival auto graft for primary pterygium surgery. 

Nepalese Journal of Ophthalmology : A Biannual Peer-reviewed Academic Journal of the Nepal 

Ophthalmic Society : NEPJOPH 2013; 5: 139-140. 

배제사유 : 자가치아 유래 골 이식술(Autogenous Tooth derived Bone Graft)이 수행되지 않은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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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0. Shen Ca, Chai Jk, Zhang L, Li Dj, Tuo Xy, Cai Jh, Wang Sj, Zhu H, Cai Jd. Clinical study of repairing 

donor site of thickness from cicatricial skin with auto-scalp grafting. Chung-Hua i Hsueh Tsa Chih 2013; 

93: 921-923. 

배제사유 : 한국어, 영어, 일본어로 출판되지 않은 연구 

411. Shen CC, Yang YC, Huang TB, Chan SC, Liu BS. Neural regeneration in a novel nerve conduit across a 

large gap of the transected sciatic nerve in rats with low-level laser phototherapy. Journal of Biomedical 

Materials Research 2013; Part A. 101: 2763-2777. 

배제사유 : 동물 실험 및 전임상시험연구 

412. Shimamoto N, Cunningham BW, Dmitriev AE, Minami A, McAfee PC. Biomechanical evaluation of 

stand-alone interbody fusion cages in the cervical spine. Spine 2001; 26: E432-E436. 

배제사유 : 자가치아 유래 골 이식술(Autogenous Tooth derived Bone Graft)이 수행되지 않은 연구 

413. Shin TP, Yao X, Huenergardt R, Walker MP, Wang Y. Morphological and chemical characterization of 

bonding hydrophobic adhesive to dentin using ethanol wet bonding technique. Dental Materials 2009; 25: 

1050-1057. 

배제사유 : 자가치아 유래 골 이식술(Autogenous Tooth derived Bone Graft)이 수행되지 않은 연구 

414. Shinichi TM. Alubumin baked graft by autoclave in the aortic replacement during extracorporeal 

circulation with heparinization. Japanese Journal of Artificial Organs 1984; 13: 405-407. 

배제사유 : 자가치아 유래 골 이식술(Autogenous Tooth derived Bone Graft)이 수행되지 않은 연구 

415. Shiroma H, Kusaba A. Ultrastructural features of progressive intimal hyperplasia at the distal end-to-side 

anastomosis of vein grafts. Cardiovascular Surgery 1996; 4: 393-398. 

배제사유 : 자가치아 유래 골 이식술(Autogenous Tooth derived Bone Graft)이 수행되지 않은 연구 

416. Shrestha DR, Shiroma H, Kamada Y, Kusaba A. Microscopic and immunohistological studies on intimal 

hyperplasia of the arterially implanted autovein graft and its anastomosis in dogs. Surgery Today 1992; 22: 

443-450. 

배제사유 : 동물 실험 및 전임상시험연구 

417. Sieron DW. Use of expanded polytetrafluoroethylen stent graft in autogenic AV fistula with false 

aneurysm in lower extremity. Polish Journal of Radiology 2012; 77: 44-46. 

배제사유 : 자가치아 유래 골 이식술(Autogenous Tooth derived Bone Graft)이 수행되지 않은 연구 

418. Singh RKS. Middle ear hearing restoration using autologus cartilage graft in canal wall down 

tympanomastoidectomy. Indian Journal of Otology 2005; 11: 10-14. 

배제사유 : 자가치아 유래 골 이식술(Autogenous Tooth derived Bone Graft)이 수행되지 않은 연구 

419. Skowronek KK. The serum cortisole level concentration in rabbits with autogenic adrenal graft into spleen 

after synthetic ACTH stimulation. Annales Academiae Medicae Gedanensis 1992; 208-213. 

배제사유 : 동물 실험 및 전임상시험연구 

420. Skwarcz A. Use of autogenic fibular graft in surgical procedures. Chirurgia Narzadow Ruchu i Ortopedia 

Polska 1979; 44: 451-454. 

배제사유 : 자가치아 유래 골 이식술(Autogenous Tooth derived Bone Graft)이 수행되지 않은 연구 

421. Smolec OK. Densitometric analysis of calus mineralization in nonunion defect of rabbit radius filled with 

free autologus omental graft. Bone 2011. 

배제사유 : 원저가 아닌 연구(초록, 리뷰, letter 등): 증례보고는 일단 포함 

422. Smucker JD, Fredericks DC. Assessment of Progenix DBM putty bone substitute in a rabbit posterolateral 

fusion model. Iowa Orthopaedic Journal 2012; 32: 54-60. 

배제사유 : 동물 실험 및 전임상시험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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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3. Smucker JD, Petersen EB, Fredericks DC. Assessment of MASTERGRAFT PUTTY as a graft extender 

in a rabbit posterolateral fusion model. Spine 2012; 37: 1017-1021. 

배제사유 : 동물 실험 및 전임상시험연구 

424. Smucker JD, Petersen EB, Nepola JV, Fredericks DC. Assessment of Mastergraft strip with bone marrow 

aspirate as a graft extender in a rabbit posterolateral fusion model. Iowa Orthopaedic Journal 2012; 32: 

61-68. 

배제사유 : 동물 실험 및 전임상시험연구 

425. Solchaga LA, Hee CK, Aguiar DJ, Ratliff J, Turner AS, Seim HB, Hollinger JO, Snel LB, Lynch SE. 

Augment bone graft products compare favorably with autologous bone graft in an ovine model of lumbar 

interbody spine fusion. Spine 2012; 37: E461-E467. 

배제사유 : 치조골 결손 환자를 대상으로 하지 않은 연구 

426. Somayaji S.Jennings. Anterior cruciate ligament reconstruction in a 76-year-old patient. European 

Journal of Orthopaedic Surgery and Traumatology 2005; 15: 347-349. 

배제사유 : 자가치아 유래 골 이식술(Autogenous Tooth derived Bone Graft)이 수행되지 않은 연구 

427. Spencer P, Wang Y, Katz JL. Identification of collagen encapsulation at the dentin/adhesive interface. 

Journal of Adhesive Dentistry 2004; 6: 91-95. 

배제사유 : 자가치아 유래 골 이식술(Autogenous Tooth derived Bone Graft)이 수행되지 않은 연구 

428. Sperling AL, Mark HI. Autologous tooth transplantations. Journal - Connecticut State Dental Association 

1973; 47: 103-106. 

배제사유 : 자가치아 유래 골 이식술(Autogenous Tooth derived Bone Graft)이 수행되지 않은 연구 

429. Stevens CE, Gladstone J, Taylor PE, Scaradavou A, Migliaccio AR, Visser J, Dobrila NL, Carrier C, 

Cabbad M, Wernet P, Kurtzberg J, Rubinstein P. Placental/umbilical cord blood for unrelated-donor bone 

marrow reconstitution: relevance of nucleated red blood cells. Blood 2002; 100: 2662-2664. 

배제사유 : 자가치아 유래 골 이식술(Autogenous Tooth derived Bone Graft)이 수행되지 않은 연구 

430. Strigenz TJD. Contralateral hamstring donor-site blockade for ACL reconstruction. Regional Anesthesia 

and Pain Medicine 2011. 

배제사유 : 원저가 아닌 연구(초록, 리뷰, letter 등): 증례보고는 일단 포함 

431. Stuart KG. ACL reconstruction in patients under age 25: Outcome and failure rates of autograft and 

allograft. Arthroscopy - Journal of Arthroscopic and Related Surgery 2013. 

배제사유 : 자가치아 유래 골 이식술(Autogenous Tooth derived Bone Graft)이 수행되지 않은 연구 

432. Sugamata AY. Clinical evaluation of skin grafting methods used in primary operations to treat extensive 

burns in children. Japanese Journal of Plastic and Reconstructive Surgery 2006; 49: 859-868. 

배제사유 : 자가치아 유래 골 이식술(Autogenous Tooth derived Bone Graft)이 수행되지 않은 연구 

433. Sun J, Zhang G, Wang W. An experimental study on transplantation of frozen autogenous tooth-mandible 

compound. Hua Xi Kou Qiang Yi Xue Za Zhi 1999; 17: 202-204. 

배제사유 : 한국어, 영어, 일본어로 출판되지 않은 연구 

434. Szpindor E. Evaluation of the usefulness of autogenic bone grafts in reconstruction of the mandible. 

Annales Academiae Medicae Stetinensis 1995; 41: 155-169. 

배제사유 : 한국어, 영어, 일본어로 출판되지 않은 연구 

435. Tabilio A, Falzetti F, Zei T, De Ioanni M, Bonifacio E, Battelli F, Iacucci Ostini R, Ballanti S, 

Cimminiello M, Capponi M, Silvani C, Minelli O, Fettucciari K, Marconi P, Rosati E, Santucci A, Di 

Ianni M, Aversa F, Martelli MF. Graft engineering for allogeneic haploidentical stem cell transplantation. 

Blood Cells Molecules & Diseases 2004; 33: 274-280. 

배제사유 : 원저가 아닌 연구(초록, 리뷰, letter 등): 증례보고는 일단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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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6. Tahmasebi MNS. Reconstruction of Anterior Cruciate Ligament rupture: Results of 96 operations. Tehran 

University Medical Journal 2009; 67: 76-82. 

배제사유 : 자가치아 유래 골 이식술(Autogenous Tooth derived Bone Graft)이 수행되지 않은 연구 

437. Takayama YK. Portal vein reconstruction using an internal jugular vein as a graft: Report of a case. 

Surgery Today 1995; 25: 378-380. 

배제사유 : 자가치아 유래 골 이식술(Autogenous Tooth derived Bone Graft)이 수행되지 않은 연구 

438. Tamaki M, Tamashiro M, Kamada Y, Koja K, Kusaba A. Distribution and localization of cells and 

collagens in the proliferated intima of arterially implanted autovein grafts. Surgery Today 1999; 29: 614-

625. 

배제사유 : 자가치아 유래 골 이식술(Autogenous Tooth derived Bone Graft)이 수행되지 않은 연구 

439. Tan P-L, V. A single center experience of haploidentical stem cell transplants in pediatric diseases. 

Biology of Blood and Marrow Transplantation 2014. 

배제사유 : 원저가 아닌 연구(초록, 리뷰, letter 등): 증례보고는 일단 포함 

440. Tanguy G, Soulillou JP, Visset J, Thoulouzan E, Le Bodic MF, Guenel J. Tertiary hyperparathyroidism 

after renal transplantation in man. Treatment by parathyroidectomy and auto-graft. Eight cases. Journal de 

Chirurgie 1981; 118: 39-44. 

배제사유 : 한국어, 영어, 일본어로 출판되지 않은 연구 

441. Tautenhahn J, Fahlke J, Halloul Z, Grasshoff H, Burger T. Single intervention for treatment of Salmonella 

typhimurium-induced symptomatic abdominal aortic aneurysm with spondylitis. Vasa 2001; 30: 293-296. 

배제사유 : 한국어, 영어, 일본어로 출판되지 않은 연구 

442. Tay ABG, Tan DTH, Lye KW, Theng J, Parthasarathy A, Por YM. Osteo-odonto-keratoprosthesis 

surgery: a combined ocular-oral procedure for ocular blindness. International Journal of Oral & 

Maxillofacial Surgery 2007; 36: 807-813. 

배제사유 : 자가치아 유래 골 이식술(Autogenous Tooth derived Bone Graft)이 수행되지 않은 연구 

443. Tay FRG. Microporous, Demineralized Collagen Matrices in Intact Radicular Dentin Created by 

Commonly Used Calcium-depleting Endodontic Irrigants. Journal of Endodontics 2007; 33: 1086-1090. 

배제사유 : 자가치아 유래 골 이식술(Autogenous Tooth derived Bone Graft)이 수행되지 않은 연구 

444. Tay FRH. Ultrastructure of Intraradicular Dentin After Irrigation with BioPure MTAD. II. The 

Consequence of Obturation with an Epoxy Resin-Based Sealer. Journal of Endodontics 2006; 32: 473-

477. 

배제사유 : 자가치아 유래 골 이식술(Autogenous Tooth derived Bone Graft)이 수행되지 않은 연구 

445. Teixeira CS, Pasternak BJ, Vansan LP, Sousa-Neto MD. Autogenous transplantation of teeth with 

complete root formation: two case reports. International Endodontic Journal 2006; 39: 977-985. 

배제사유 : 자가치아 유래 골 이식술(Autogenous Tooth derived Bone Graft)이 수행되지 않은 연구 

446. Terheyden H, Gerhardt U, Konig J. Long-term follow-up of tooth transplantation from the functional and 

periodontal viewpoint. Fortschritte der Kiefer- und Gesichts-Chirurgie 1995; 40: 84-87. 

배제사유 : 한국어, 영어, 일본어로 출판되지 않은 연구 

447. Tezvergil-Mutluay A, Agee KA, Hoshika T, Tay FR, Pashley DH. The inhibitory effect of 

polyvinylphosphonic acid on functional matrix metalloproteinase activities in human demineralized dentin. 

Acta Biomaterialia 2010; 6: 4136-4142. 

배제사유 : 자가치아 유래 골 이식술(Autogenous Tooth derived Bone Graft)이 수행되지 않은 연구 

448. Thim T, Hagensen MK, Horlyck A, Drouet L, Paaske WP, Botker HE, Falk E. Oversized vein grafts 

develop advanced atherosclerosis in hypercholesterolemic minipigs. BMC Cardiovascular Disorders 

2012; 12: 24. 

배제사유 : 동물 실험 및 전임상시험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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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9. Tokunaga YT. Fibrin sealant of the cut surface of partial liver grafts from living donors. Journal of 

Investigative Surgery 1995; 8: 243-251. 

배제사유 : 자가치아 유래 골 이식술(Autogenous Tooth derived Bone Graft)이 수행되지 않은 연구 

450. Torgunakov SA, Torgunakov AP. Anatomic and surgical background for splenorenal venous 

transposition. Angiologiia i Sosudistaia Khirurgiia/Angiology & Vascular Surgery 2008; 14: 118-122. 

배제사유 : 한국어, 영어, 일본어로 출판되지 않은 연구 

451. Torres RL. The efficacy of mesenchymal stem cells in thoraco-lumbar spine fusion surgery for trauma: A 

retrospective review of operated cases. Journal of Neurotrauma 2011. 

배제사유 : 원저가 아닌 연구(초록, 리뷰, letter 등): 증례보고는 일단 포함 

452. Trybus M, Kaczmarczyk D. Autogeneic bone transplants in the treatment of nose deformities. 

Otolaryngologia Polska 1990; 44: 252-255. 

배제사유 : 한국어, 영어, 일본어로 출판되지 않은 연구 

453. Tsai W-CL. Clinical result of sintered bovine hydroxyapatite bone substitute: Analysis of the interface 

reaction between tissue and bone substitute. Journal of Orthopaedic Science 2010; 15: 223-232. 

배제사유 : 자가치아 유래 골 이식술(Autogenous Tooth derived Bone Graft)이 수행되지 않은 연구 

454. Tsubura S.Ikeda. The effect of a tooth gingival transplantation on periodontal healing. Dental 

Traumatology 2003; 19: 209-213. 

배제사유 : 자가치아 유래 골 이식술(Autogenous Tooth derived Bone Graft)이 수행되지 않은 연구 

455. Tsukiboshi M. Autogenous tooth transplantation: a reevaluation. International Journal of Periodontics & 

Restorative Dentistry 1993; 13: 120-149. 

배제사유 : 원저가 아닌 연구(초록, 리뷰, letter 등): 증례보고는 일단 포함 

456. Tuz HHT. The effect of locally administered alendronate on bone formation of the onlay bone graft in a 

rabbit model. Journal of Oral and Maxillofacial Surgery 2012. 

배제사유 : 원저가 아닌 연구(초록, 리뷰, letter 등): 증례보고는 일단 포함 

457. Tziafas D, Kolokuris I. Inductive influences of demineralized dentin and bone matrix on pulp cells: an 

approach of secondary dentinogenesis. Journal of Dental Research 1990; 69: 75-81. 

배제사유 : 자가치아 유래 골 이식술(Autogenous Tooth derived Bone Graft)이 수행되지 않은 연구 

458. Uchiyama Y, Fujita T, Kaji C. Prosthodontic study on restoration using autologous teeth. Part I: 

Removable partial denture. Hotetsu Rinsho - Practice in Prosthodontics 1981; 14: 201-207. 

배제사유 : 자가치아 유래 골 이식술(Autogenous Tooth derived Bone Graft)이 수행되지 않은 연구 

459. Ueda T, Kakunaga S, Takenaka S, Araki N, Yoshikawa H. Constrained total hip megaprosthesis for 

primary periacetabular tumors. Clinical Orthopaedics & Related Research 2013; 471: 741-749. 

배제사유 : 자가치아 유래 골 이식술(Autogenous Tooth derived Bone Graft)이 수행되지 않은 연구 

460. Urban J, Rutowski R, Staniszewska-Kus J. Testing the usefulness of a provisional polyester prosthesis for 

augmentation in reconstructive operations of knee joint ligaments. Polimery W Medycynie 2000; 30: 11-

19. 

배제사유 : 한국어, 영어, 일본어로 출판되지 않은 연구 

461. Urrutia JM. Cultured autologous bone marrow stem cells inhibit bony fusion in a rabbit model of 

posterolateral lumbar fusion with autologous bone graft. Journal of Clinical Neuroscience 2010; 17: 481-

485. 

배제사유 : 동물 실험 및 전임상시험연구 

462. Vaibhav B, Nilesh P, Vikram S, Anshul C. Bone morphogenic protein and its application in trauma cases: 

a current concept update. Injury 2007; 38: 1227-1235. 

배제사유 : 원저가 아닌 연구(초록, 리뷰, letter 등): 증례보고는 일단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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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3. Vaidyanathan TK, Vaidyanathan J. Recent advances in the theory and mechanism of adhesive resin 

bonding to dentin: a critical review. Journal of Biomedical Materials Research 2009; Part B, Applied 

Biomaterials. 88: 558-578. 

배제사유 : 원저가 아닌 연구(초록, 리뷰, letter 등): 증례보고는 일단 포함 

464. van Strijp AJ, van Steenbergen TJ, de Graaff J, ten Cate JM. Bacterial colonization and degradation of 

demineralized dentin matrix in situ. Caries Research 1994; 28: 21-27. 

배제사유 : 자가치아 유래 골 이식술(Autogenous Tooth derived Bone Graft)이 수행되지 않은 연구 

465. Veis A, Sires B, Clohisy J. A search for the osteogenic factor in dentin. Rat incisor dentin contains a factor 

stimulating rat muscle cells in vitro to incorporate sulfate into an altered proteoglycan. Connective Tissue 

Research 1989; 23: 137-144. 

배제사유 : 동물 실험 및 전임상시험연구 

466. Verbeke F, Binst D, Stegen L, Waelbers T, de Rooster H, Van Goethem B. Total venous inflow occlusion 

and pericardial auto-graft reconstruction for right atrial hemangiosarcoma resection in a dog. Canadian 

Veterinary Journal 2012; 53: 1114-1118. 

배제사유 : 동물 실험 및 전임상시험연구 

467. Vichare NC. A comparison between fibrin sealant and sutures for attaching conjunctival autograft after 

pterygium excision-our experience. Clinical and Experimental Ophthalmology 2012. 

배제사유 : 원저가 아닌 연구(초록, 리뷰, letter 등): 증례보고는 일단 포함 

468. Vieville C, Descotes J. Atheromatous overcharge in 10 months of an venous femoro-popliteal auto-graft. 

Presse Medicale 1970; 78: 75-76. 

배제사유 : 한국어, 영어, 일본어로 출판되지 않은 연구 

469. Violas P, Chapuis M, Bracq H. Local autograft bone in the surgical management of adolescent idiopathic 

scoliosis. Spine 2004; 29: 189-192. 

배제사유 : 자가치아 유래 골 이식술(Autogenous Tooth derived Bone Graft)이 수행되지 않은 연구 

470. Voorwinde AB. A rare cause of dysbasia in a young adult. Nederlands Tijdschrift voor Geneeskunde 

1983; 127: 2232-2235. 

배제사유 : 자가치아 유래 골 이식술(Autogenous Tooth derived Bone Graft)이 수행되지 않은 연구 

471. Waikakul A, Punwutikorn J, Kasetsuwan J, Korsuwannawong S. Alveolar bone changes in autogenous 

tooth transplantation. Oral Surgery Oral Medicine Oral Pathology Oral Radiology & Endodontics 2011; 

111: e1-e7. 

배제사유 : 자가치아 유래 골 이식술(Autogenous Tooth derived Bone Graft)이 수행되지 않은 연구 

472. Walenczak K. Long term treatment results for acute hematogenous osteomyelitis of the radius. Chirurgia 

Narzadow Ruchu i Ortopedia Polska 1991; 56: 156-157. 

배제사유 : 한국어, 영어, 일본어로 출판되지 않은 연구 

473. Walter AJ, Morse AN, Leslie KO, Hentz JG, Cornella JL. Histologic evaluation of human cadaveric 

fascia lata in a rabbit vagina model. International Urogynecology Journal 2006; 17: 136-142. 

배제사유 : 동물 실험 및 전임상시험연구 

474. Walter AJ, Morse AN, Leslie KO, Zobitz ME, Hentz JG, Cornella JL. Changes in tensile strength of 

cadaveric human fascia lata after implantation in a rabbit vagina model. Journal of Urology 2003; 169: 

1907-1910. 

배제사유 : 동물 실험 및 전임상시험연구 

475. Wang C-J. Autologous osteochondral graft for focal articular cartilage defect of the knee. Arthroscopy - 

Journal of Arthroscopic and Related Surgery 2013. 

배제사유 : 원저가 아닌 연구(초록, 리뷰, letter 등): 증례보고는 일단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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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6. Wang J-SB. Comparative research of anterior cruciate ligament reconstruction with allo - or auto - graft 

hamstring. Journal of Dalian Medical University 2010; 32: 422-425. 

배제사유 : 자가치아 유래 골 이식술(Autogenous Tooth derived Bone Graft)이 수행되지 않은 연구 

477. Wang KZ. Preparation of artificial biological ligament and its detection in vitro. Journal of Clinical 

Rehabilitative Tissue Engineering Research 2008; 12: 1170-1174. 

배제사유 : 동물 실험 및 전임상시험연구 

478. Wang Q, Dickson GR, Carr KE. The effect of graft-bed irradiation on the healing of rat skin grafts. 

Journal of Investigative Dermatology 1996; 106: 1053-1057. 

배제사유 : 동물 실험 및 전임상시험연구 

479. Wang T, Dang G, Guo Z, Yang M. Evaluation of autologous bone marrow mesenchymal stem cell-

calcium phosphate ceramic composite for lumbar fusion in rhesus monkey interbody fusion model. Tissue 

Engineering 2005; 11: 1159-1167. 

배제사유 : 동물 실험 및 전임상시험연구 

480. Wang T, Dang Gt, Guo Zq, Yang M, Li Ym. Lumbar interbody fusion using autologous bone marrow 

mesenchymal stem cell-calcium phosphate ceramic composite in rhesus monkey. Chung-Hua Wai Ko 

Tsa Chih 2006; 44: 843-847. 

배제사유 : 한국어, 영어, 일본어로 출판되지 않은 연구 

481. Wang YY, X. Experimental study on limbal transplantation rejection in rat model. Chinese Ophthalmic 

Research 2005; 23: 361-364. 

배제사유 : 동물 실험 및 전임상시험연구 

482. Wanyura H, Kaminski A, Stopa Z. Three-layered osteodural plasty for severe anterior skull base and 

facial injuries. Report of eleven cases. Neurologia i Neurochirurgia Polska 2014; 48: 8-14. 

배제사유 : 치조골 결손 환자를 대상으로 하지 않은 연구 

483. Wassermann DS. Modern management of burn injuries. Medecine et Hygiene 1994; 52: 961-969. 

배제사유 : 자가치아 유래 골 이식술(Autogenous Tooth derived Bone Graft)이 수행되지 않은 연구 

484. Weber JBB. Laser therapy improves healing of bone defects submitted to autologus bone graft. 

Photomedicine and Laser Surgery 2006; 24: 38-44. 

배제사유 : 자가치아 유래 골 이식술(Autogenous Tooth derived Bone Graft)이 수행되지 않은 연구 

485. Weiss L, bdul-Hai A, Or R, Amir G, Polliack A. Fludarabine in combination with cyclophosphamide 

decreases incidence of GVHD and maintains effective graft-versus-leukemia effect after allogeneic stem 

cell transplantation in murine lymphocytic leukemia. Bone Marrow Transplantation 2003; 31: 11-15. 

배제사유 : 동물 실험 및 전임상시험연구 

486. West RV, Harner CD. Graft selection in anterior cruciate ligament reconstruction. Journal of the 

American Academy of Orthopaedic Surgeons 2005; 13: 197-207. 

배제사유 : 원저가 아닌 연구(초록, 리뷰, letter 등): 증례보고는 일단 포함 

487. White AP, Maak TG, Prince D, Vaccaro AR, Albert TJ, Hilibrand AS, Grauer JN. Osteogenic protein-1 

induced gene expression: evaluation in a posterolateral spinal pseudarthrosis model. Spine 2006; 31: 2550-

2555. 

배제사유 : 자가치아 유래 골 이식술(Autogenous Tooth derived Bone Graft)이 수행되지 않은 연구 

488. Wilson TG. Autogenous tooth transplantation. Quintessence International 2002; 33: 171. 

배제사유 : 적절한 의료결과를 하나이상 보고하지 않은 연구 

489. Wimmer C, Gluch H, Nogler M, Walochnik N. Treatment of idiopathic scoliosis with CD-

instrumentation: lumbar pedicle screws versus laminar hooks in 66 patients. Acta Orthopaedic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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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candinavica 2001; 72: 615-620. 

배제사유 : 자가치아 유래 골 이식술(Autogenous Tooth derived Bone Graft)이 수행되지 않은 연구 

490. Wlodarski P, Galus R, Brodzikowska A, Wlodarski KH. Osteogenic efficiency of demineralized and 

lyophylized xenogeneic bone and syngeneic dentine implants in mice. Folia Biologica 2013; 61: 25-29. 

배제사유 : 동물 실험 및 전임상시험연구 

491. Xei X, Zhang C, Su Y. Comparison between effects of small intestinal submucosa graft and inside-out 

vein graft on repairing peripheral nerve defects. Chung-Kuo Hsiu Fu Chung Chien Wai Ko Tsa 

Chih/Chinese Journal of Reparative & Reconstructive Surgery 2007; 21: 149-153. 

배제사유 : 한국어, 영어, 일본어로 출판되지 않은 연구 

492. Xu C, Wang Y. Cross-linked demineralized dentin maintains its mechanical stability when challenged by 

bacterial collagenase. Journal of Biomedical Materials Research 2011; Part B, Applied Biomaterials. 96: 

242-248. 

배제사유 : 자가치아 유래 골 이식술(Autogenous Tooth derived Bone Graft)이 수행되지 않은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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