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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골 이식편 보호
> 연조직 부피 유지
> e-PTFE막 제거를 위한 제 2차 수술

e-PTFE막
> 부작용이 있을 수 있음13

> 비 흡수성 차폐막 제거 필요

Geistlich Bio-Gide® 혁신
> 이물질 반응 없음14,15

> 흡수성 차폐막

> 각화 조직 증대
> 신뢰할 수 있는 지지대 형성
> 연조직 채취를 위한 추가적인 수술 부위

유리 치은 이식 (FGG)
> 공여부의 제한된 가용성
> 높은 환자 이환율16

Geistlich Mucograft® 혁신
> Open Healing16,17,18

> 환자 만족도 향상19,20,21

> 인공 교차결합 없이 재구성된 콜라겐
> Open Healing 가능16,17,18

> 스마트 가교화된 콜라겐
> 볼륨 안정성22,23

> 세포 호환성 및 조직 융합 유지22

> 깨끗한 천연 콜라겐
> 이물질 반응 없음14,15

1차 정제

1차 정제 2차 분리 3차 조립

> 연조직 두께 증가
> 부피 안정성
> 연조직 채취를 위한 추가적인 수술 부위

> 콜라겐 섬유와 구조는 모든 결합 조직에서 서로 연결되어 있습니다.24 이러한 중요한 연결이 없으면 조직의 완전성이 손상됩니다.
> 자연 상태에서 섬유와 섬유질은 교차 결합되어 하나의 복합중합체 또는 단백질 사슬구조를 이루며 서로 결합합니다.24 추가적인 인공적 콜라겐 결합이 있는 제품은 치과 산업에서 가교화(cross-linking)된 제품이라고 칭합니다.
> 콜라겐의 연결 갯수는 전문 지식 수준에 따라 다양한 수단과 방법을 통해 인위적으로 변경할 수 있습니다. 이런 추가적인 조직의 인공연결은 치과 산업에서 가교화(cross-linking)라고 부릅니다.
> 지금까지 시장에서 사용된 인공 가교화(cross-linking) 공정은 제품에 대한 연조직 반응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경향이 있습니다.25,26

   연조직 수용 및 체내 융합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지 않고 원하는 제품 특성을 생성하려면 콜라겐에 대한 실질적이고 전문적인 지식이 필요합니다.
References: ® ®, Geistli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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콜라겐에 대한 중요한 사실

결합 치은 이식 (CTG)
> 공여부의 제한된 가용성
> 높은 환자 이환율19

Geistlich Fibro-Gide® 혁신
> 연조직 두께 증가22,23

> 추가 수술 필요 없음

1차 정제 2차 분리 3차 조립 4차 안정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