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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ternal sinus floor elevation 시
상악동의 폭경에 따른 골이식재 선택
리빙웰 치과병원, 리빙웰 치의학 연구소
장호열, 이장렬, 궁화수, 김현철, 박일해, 이상철

Ⅰ. 서 론

elevation10), Antral membrane Balloon elevation11),
Hydraulic sinus condensation112), On-site sinus

상악에서 치조골의 심한 퇴축을 보이는 경우, 임프란

condensation)과 같은 치조정을 통한 상악동 거상술

트 식립 시 상악동이라는 해부학적 구조물에 의해 임

이 다양한 방법으로 소개되고 시도되고 있다. 하지만

프란트 시술이 제한을 받는다. 또 무치악 상태가 오래

치조정을 통한 상악동 거상술을 시행할 시에 상악동

지속되거나 가령에 따라 상악동의 함기화(pneuma

내측 점막의 박리가 충분히 일어나지 않음에도 불구

tization)가 나타나고, 치주질환 등에 의해 치조골의

하고 상악동 폭경과 골이식재의 선택의 상관성이 간

높이가 심하게 감소된 경우에 있어서는 임프란트 식

과되고 있다. 상악동 폭경에 따라 상악동 내측벽까지

립은 더욱 어렵게 된다. 그러므로 이러한 해부학적 제

도달하는 골이식재의 양은 달라지게 되고 골이식재와

한요인을 극복하고 임프란트 시술을 가능하게 하기

상악동 내측벽과의 접촉 유무에 따라 골유도 및 골전

위해서는 치조골의 높이를 증가시키는 외과적 술식이

도 효과의 차이가 발생할 수 있다.

필연적으로 시행되어야 한다.

따라서 이번 연구의 목적은 골이식을 동반한 상악동

임프란트 식립을 위한 가용골을 증가 시키기 위한 방

거상술 시행할 시에 술전과 술후의 Cone beam

법으로 상악동 거상술을 동반한 골이식술이 Onlay형

computerized tomography(CBCT) 영상의 분석으로

골이식술 등의 술식과 함께 단독 혹은 복합적으로 사

통해 상악동 내측벽으로의 골이식재의 수평적 도달거

용되고 있다.

리를 측정하여 상악동 폭경 따른 골이식재 종류의 선

Boyne와 James1)가 상악동 측벽 골절술을 통한 상악

택의 지표를 도출하는데 있다.

골 골이식술을 처음으로 보고하였고. 이후 Tatum2)은
치조정과 측벽으로 접근하는 두 가지 방법을 소개하

Ⅱ. 연구 대상 및 연구 방법

였다. Jensen3,4)은 치조골능의 증대를 위해서 onlay
graft를 소개하였고, Isaksson5,6)은 LefortⅠ을 동반한

1. 연구 대상

골 이식 방법을 소개하였다. 또한 Summers7-9)에 의

2007년 3월부터 2008년 3월까지 리빙웰 치과병원

해 상악 구치부 임프란트 식립에 수직적으로 부족한

구강악안면외과를 내원하여 상악동 거상술과 임프란

골량을 회복시키기 위하여 osteotome을 이용한 상악

트 식립을 동시에 시행한 40명의 환자에서 구치부에

동 거상술이 소개되었다.

식립된 70개의 임프란트를 대상으로 하였다. 남자가

측방 접근법을 이용한 상악동 거상술에 비해 비침습

28명, 여자가 12명이었으며, 평균 연령은 48.4세이었

적인 Internal sinus floor elevation(Osteotome

다(Table 1).

technique7-9), Localized management of sinus flo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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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mputerized tomography(CBCT, i-CATTM, ISI,

Table 1. PATIENTS

Number of patient(n)
Male/female (n)
Mean age, range (yr)
Total number of implants placed (n)

40
28/12

USA) 영상을 Simplant(Materialise, Belgium) 프로
그램으로 재구성하여 분석하였다.

48.4, 19-70

Cross section상에서 식립된 임프란트의 첨단부위를

70

기준으로 상악동 외측벽에서 내측벽까지의 골이식재
의 수평적 도달거리가 측정되었다(Table 2).

2. 연구 방법

Ⅲ. 결과

1) 상악동 거상술
측방 접근법을 통한 상악동 거상술은 Kent와
Block13)이 제안한 변형된 Caldwell-Luc 술식에 따
라 시행되었다. 치조정 절개를 가하고 판막을 거상한
후 상악동 측벽의 골을 타원형으로 골절제술을 시행
하여 개창부를 형성하였다. 상악동용 큐렛을 사용하
여 상악동 점막을 조심스럽게 박리하였고, 이때 골형
성력이 있는 자가골을 주된 이식재로 사용하였기 때
문에 상악동 점막의 박리를 내측벽까지 시행하지 않
고 상악동저로 한정하였다. 임프란트 드릴과
Osteotome을 순차적으로 사용하여 임프란트 식립을
위한 식립와를 형성하였다. 술 전 제조한 PRP
(platelet-rich plasma)와 자가골을 혼합한 이식재를
단독으로 사용하거나, 골 채취량의 제한이 있는 경우
는 합성골(Cerasorb, Curasan, Germany)과 혼합하
여 골이식재로 사용하였다. 골이식은 Osteotome 술

술후 촬영된 CBCT 영상에서 임프란트 첨단부를 기
준으로 상악동 외측에서으로부터 내측으로의 골이식
재의 수평적 도달거리는 평균 12.6±1.9mm로 측정
되었다. 상악 제 2 소구치, 제 1대구치, 제 2대구치에
서 상악동의 폭경은 각각 평균 12.0, 15.7, 15.4mm로
측정되었으며 술 후 해당 부위의 골이식재 도달거리
는 평균 11.0, 12.6, 13.0mm로 측정되었다(Table 3).
또한 상악동의 폭경이 골이식재 도달거리의 평균에
해당하는 12.6mm 이상인 55 증례 중 44 증례(80%)
에서 골이식재가 상악동 내측 골벽에 접촉하지 못하
였다(Fig. 1). 반면에 상악동의 폭경이 12.6mm 이하
인 15 증례 중 12 증례(80%)에서는 골이식재가 상
악동 내측 골벽에 도달하여 완전히 접촉함을 확인할
수 있었다(Fig. 2).

식을 응용하여 시행되었다. 치조정의 식립와를 통해

Table 2. DATA FOR 70 IMPLANT SITES IN OF CBCT
ANALYSIS

골이식재를 소량씩 첨가하며서 osteotome으로 골이

Number Implant Site

식재를 상악동 점막 하방으로 충전하였다. 또한 상악
동의 외측으로도 개창부를 통해 추가적인 골이식이
이루어졌다. 이러한 방법으로 측방 접근을 통한 상악
동 거상술이 시행되었지만 상악동 내측 점막의 박리
를 시행하지 않고 치조정을 통한 골이식이 시행되었
기에 Internal sinus floor elevation 술식과 유사하게
골이식이 시행되었다. 모든 증례에서 임프란트는 골
이식과 동시에 식립하였으며 거상된 판막을 재위치시
켜 봉합을 하였다.
2) 방사선학적 분석
상악동 골이식술 시행 전후의 촬영 Cone beam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2nd Molar
2nd Premolar
2nd Molar
2nd Molar
2nd Premolar
1st Molar 15.6
2nd Molar
1st Molar 16.4
2nd Molar
1st Molar 17.2
2nd Molar
2nd Premolar
1st Molar 13.6
1st Molar 24.6
1st Molar 13.5
1st Molar 18.9

Width of Mx. Arrival Distance
Snius(mm) of Graft(mm)
19.2
12.8
12.8
11.6
15.6
12
12.8
12.8
7.6
7.6
13.6
16.8
14.8
12
16.8
12.8
14.8
14
11.6
8.8
8.8
13.6
14.2
13.5
14.7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31
32
33
34
35
36
37
38
39
40
41
42
43
44
45
46
47
48
49
50
51
52
53
54
55
56
57
58
59
60
61
62
63
64
65
66
67
68
69
70
Mean

1st Molar
2nd Premolar
1st Molar
1st Molar
2nd Molar
1st Molar
2nd Molar
1st Molar
2nd Molar
2nd Molar
1st Molar
2nd Molar
1st Molar
2nd Premolar
1st Molar
1st Molar
1st Molar
2nd Molar
2nd Molar
1st Molar
2nd Molar
1st Molar
2nd Molar
1st Molar
2nd Molar
1st Molar
2nd Molar
1st Molar
2nd Molar
1st Molar
1st Molar
1st Molar
2nd Molar
1st Molar
1st Molar
2nd Premolar
1st Molar
2nd Molar
1st Molar
2nd Molar
1st Molar
2nd Molar
1st Molar
2nd Molar
1st Molar
2nd Molar
1st Molar
2nd Molar
1st Molar
2nd Molar
2nd Premolar
1st Molar
2nd Molar
1st Molar

13.2
11.3
15.2
17.2
18.4
11.2
27.6
18
19.2
11.2
16
14
14.4
20.8
17.6
12.8
10.4
10.8
13.6
17.6
11.2
12.8
14
16.4
13.2
9.6
16.4
12.4
14
13.2
14.8
16.4
13.6
16
16
13.6
20.8
18.8
11.6
13.2
18
14.4
27.2
25.2
14.5
10.4
23.6
12
14.8
13.6
9.2
12.4
14.8
12.8
15.2

13.2
11.3
14
14.8
14.2
11.2
14.8
12.8
12.8
11.2
14
13.2
11.2
14.8
12.4
10
10.4
10.8
13.6
11.6
11.2
10
14
13.2
13.2
9.6
14.4
10.8
11.6
12
12
15.8
11.2
11.2
9.2
13.6
14.8
16
9.6
13.2
12.4
14.4
14.8
16.4
14.5
10.4
14.8
12
13.2
12
9.2
12.4
13.2
10.4
12.6

Table 3. NUMBER AND DISTANCE OF IMPLANT SITE
IN CBCT ANALYSIS
Arrival
Width of Mx.
Snius(mm) distance(mm)

Site

Number

2nd premolar

7

12

11

1st molar

33

15.7

12.6

2nd molar

30

15.4

13

Sum

70
15.2

12.6

Mean

Fig. 1. Graft no contact to medial wall in large sinus
(red arrow)
1-a. Preoperative cross-sectional image, 1-b.
Preoperative implant planning and measurement of
sinus width, c. Postoperative measurement of
buccolingual distance of graft

Fig. 2. Graft contact to medial wall in narrow sinus
(red arrow)
2-a. Preoperative cross-sectional image, 2-b.
Preoperative implant planning and measurement of
sinus width, 2-c. Postoperative measurement of
buccolingual distance of graft

17

Ⅳ. 고찰

자가골이 채득하는 양에 있어서 한계가 있기 때문에
동종골이 연구되기 시작하였다. 동종골은 사체에서

심하게 흡수된 상악 구치부 무치악 부위에 골이식을

채득한 피질골이나 해면골을 동결건조 처리한 골이식

동반한 상악동 거상술을 시행하고 그 부위에 임프란

제이다. 탈회 또는 비탈회 시켜 제조할 수 있으며 두

트를 식립하는 것은 충분히 예지성이 있고 성공률이

과정을 거친 동종골 모두 골전도성이 있으며,

높은 술식이다. 상악동 거상술 시 골이식술이 병행되

Urist(1965)21)는 처음으로 탈회동결건조 동종골을

며 사용되는 골이식재는 임프란트의 고정과 골융합을

생성하고 골유도 능력을 보고하였다. 탈회동결건조

제공하게 된다. 이렇게 상악동막 하방에 이식되는 골

동종골은 상악동 골이식에 성공적으로 사용할 수 있

이식재에는 자가골, 동종골, 이종골, 그리고 합성골이

지만 이식재의 성숙을 위해 12개월 이상의 기간이 필

있다. 자가골은 골채취를 위한 부가적인 공여부가 필

요하다22). 이종골은 항원성에 대한 처리가 대단히 중

요하고 채득량의 한계가 있지만 조직거부 반응없이

요하기 때문에 탈회나 동결건조 이외에도 항원성을

예견성이 높은 술식으로 인정된다. 자가골은 Naber

제거하는 부가적인 처리 과정이 필요하다. 이종골 이

와 O'leary14)에 의해 골이식재로 처음 사용되었으며,

식의 효과는 신선한 발치와, 국소적인 치조능 결손부

Dragoo와 Sullivan15)은 치조골 결손부에서 가장 재생

위, 상악동저 거상술과 같은 술식에서 연구되어 왔으

능력이 높은 이식재임을 보고하였다. Nishibori등16)은

며 적절히 처리된 이종골 이식은 생체적합성이 있으

상악동 거상술 시 자가골이 임프란트 식립에 적절한

면서 수용부와 잘 융합되는 것을 보여주었고, 술 후

골질은 제공한다고 하였다. Marx17)는 자가골은 신생

합병증이 적게 나타났다. 이종골은 상악동 골이식술

혈관의 증식, 살아있는 골 생성 세포의 함유, 성장 인

에 성공적으로 사용되고 있지만 흡수되는데 4년 이상

자 방출 등의 이점을 가지고 있어 골이식재 중 골 재

소요되므로 타 이식재에 비해 신생골의 재형성이 지연

생 부분에 있어 선호되는 재료라고 보고하였다. 자가

될 수 있다23). 합성골은 조작과 보관이 용이하며 임상

골은 더 빠른 골형성과 개조와 더불어 높은 적합성,

적으로 적용하기가 쉽고 교차감염의 위험성이 없는

증가된 크기와 골밀도를 가진다. 그러나 자가골은 제

장점들이 보고되고 있다24,25). Calcium-sulfate이 처음

2의 외과적 술식이 필요하다는 단점이 있다. 공여부

사용되었으나, 조기에 흡수됨으로 해서 충분한 골성

는 장골능, 하악지, 상악결절, 하악 정중부 등에서 분

장을 유도하지 못하였다. 이후 골과 유사한 구조를 가

말이나 조각, 절편 등의 다양한 형태로 사용할 수 있다.

진 HA, 생체유리, 생체도재 등이 합성골 재료로 소개

구강 내에서 채취할 수 있는 자가골의 양은 제한적이

되어 왔다. 생체 내에 존재하는 수산화인회석은 결정

고 구강 외에서 채취하는데는 기술적 어려움이 따르

의 표면에 존재하는 이온의 구조로 인해서 순수한 수

므로 자가골은 흔히 다른 골이식재와 혼합되어 사용

산화인화석과는 달리 반응성이 높다고 보고 되고 있

된다. 적절한 양의 자가골 이식이 동반된 경우엔 골형

어, 최근 생체 내에서 반응성이 높은 수산화인회석이

성 및 골유도에 의한 치유가 가능할 수 있으며 치유기

나 생체 도재 등에 대한 연구가 활발하다. β
-TCP는

간을 많이 단축시킬 수 있다고 한다18). 일반적으로 자

미세기공으로 연결된 생체활성 재료로 HA보다 높은

가골과 혼합된 골이식재를 사용할 시 자가골의 비율

용해도를 보이며, 다른 calcium phosphate ceramics

은 채취할 수 있는 자가골의 양에 의존하게 된다. 이

보다 빠른 흡수를 보이고, 골형성을 촉진하는 한편 용

상적인 자가골의 비율은 문헌들을 통해 정확하게 밝

출, 흡수의 과정을 거쳐 자가골로 치환될 수 있고 보고

혀진 바가 없지만 자가골을 비율이 높을수록 골이식

되고 있다26). Internal sinus floor elevation을 시행할

재의 골질을 개선된다고 여겨진다19,20).

시에 폭경이 넓은 상악동의 경우 내측 점막의 박리가

18

충분히 일어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상악동 폭경과

본 연구에서도 큰 폭경의 상악동에서는 골이식재가

골이식재의 선택의 상관성이 간과되고 있으며 이와

내측벽까지 도달하지 못하였으며 좁은 폭경의 상악동

관련된 문헌도 부족하다. 측방 접근을 통한 상악동 거

에서는 골이식재가 내측벽까지 도달하는 결과를 얻을

상술의 경우에는 직접적으로 상악동의 내측 점막을

수 있었다. 따라서 본 연구 결과는 Internal sinus

박리가 가능하여 이로부터 골유도 및 골전도 효과를

floor elevation을 시행할 때 상악동 폭경에 따른 골이

얻는 것이 가능하지만 Internal sinus floor elevation

식재의 선택의 지표로 활용할 수 있다.

의 경우에는 내측 점막의 박리에 대한 확실성이 부족

Ⅴ. 결론

하다. 일반적으로 상악동 내에 이식된 자가골이 아닌
골이식재는 상악동 내부 골벽에 접촉하고 있는 골이
식재의 외측 부위부터 내측으로 골유도 및 골전도 효

리빙웰 치과병원 구강악안면외과에서 상악 구치부

과에 의해 새로운 골세포로 대체되게 된다. 따라서 골

결손부위에 상악동 거상술을 동반한 임프란트 시술을

형성력이 없는 동종골, 이종골이나 합성골만을 단독

받은 환자 40명에서 70개의 임프란트가 식립된 상악

으로 큰 폭경을 가지는 상악동에 이식하는 경우 이식

동의 CBCT 영상을 분석한 결과 다음과 같은 결론을

골이 내측 골벽까지 도달하지 못하여 골유도 및 골전

얻었다.

도 효과를 받지 못하게 된다. 이로 인해 이식골이 신

1. 상악동 거상술 시에 좁은 폭경을 가지는 상악동에

생골로 대체되는 골의 재형성화는 지연되고 심지어

서는 골이식재가 상악동 내측벽까지 도달하여 골유도

이식골 내측 부위의 육아종성 변화나 골괴사가 나타

및 골전도 효과를 갖지만 넓은 폭경을 가지는 상악동

날 수 있다(Fig. 3). 따라서 Internal sinus floor

에서는 골이식재가 내측벽까지 도달하지 못하였다.

elevation 시행할 때 넓은 폭경을 가지는 상악동이 존

2. 술전 CT 영상에서 임프란트 첨단부가 위치될 부위

재하는 경우 골형성력을 가지는 자가골을 사용하거나

의 상악동 폭경이 12.6mm 이상이면 골형성력이 있

최소한 자가골을 다른 이식재와 혼합하여 사용하여야

는 자가골 이식이 필요하다.

한다. 상악동 골이식에 필요한 골이식재의 양은 상악

3. 술전 CT 영상에서 임프란트 첨단부가 위치될 부위

동의 크기에 비례하게 되고 큰 부피를 가지는 상악동

의 상악동 폭경이 12.6mm 이하이면 골유도력이나

의 경우 골이식재가 흡수되고 신생골로 대체되기 위

골전도력을 지니는 골이식재의 사용이 가능하다.

해서는 더 많은 시간이 소요된다. 하지만 자가골에 포

따라서 본 연구 결과는 이 술식을 시행할 시에 상악

함된 골형성력이 있는 세포는 골이식재의 내부에서도

동 폭경에 따른 골이식재의 선택의 지표로 활용할 수

신생골의 형성이 가능하게 하므로 골이식재의 골재형

있다.

27)

성 속도의 증가를 가져올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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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choice of graft material related width of the maxillary sinus in the
Internal sinus floor elevation
Ho-Yeol Jang, Jang-Yeol Lee, Hwa-Su Goong , Hyoun-Chull Kim, Il-Hae Park, Sang-Chull Lee
LivingWell Dental Hospital, LivingWell Institute of Dental Research

purpose: There are many procedures in Internal sinus floor elevation such as Osteotome technique, Localized
management of sinus floor elevation, Antral membrane Balloon elevation, Hydraulic sinus condensation, On-site sinus
condensation. It is neglected relation between width of maxillary sinus and choice of graft material, although medial wall
of sinus membrane is almost not reflected in these procedure.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provide the modality of
choice among graft materials though preoperative planning and measuring in CT images in Internal sinus floor
elevation.

Material & Method: In total of 40 patients, 70 implants were placed by lateral approached sinus floor elevation with
autogenous bone graft. Postoperative CBCT scanning was performed and it was measured arrival distance of grafts from
lateral wall to medial wall placed apex of implant in maxillary sinus.

Result: Buccolingual arrival distances of grafts were measured as a mean 12.6mm±1.9 in postoperative CT
images. In 44 cases(80%) among 55 cases of above 12.6mm, grafts were not contact to medial wall. In 12 cases
(80%) among 15 cases of below 12.6mm, grafts were completely contact to medial wall.

Conclusion: It should be measured buccolingual width of maxillary sinus which will be placed apex of implant in
preoperative CT image. In below 12.6mm of width, graft materials with osteoinductive and osteoconductive potential
are allowed to use in the Internal sinus floor elevation with bone graft, because osteoconductive effect from the medial
wall is provided. In above 12.6mm of width, however autogenous bone with osteogenic potential should be used
essentially.

Keywords : internal sinus floor elevation, autogenous bone graft, width of maxillary sinus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