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8

길준강, 박정철, 김태원, 김지환, 김성태, 정의원, 윤정호, 박영범, 김창성, 심준성, 최성호, 문홍석

대한치과이식(임프란트)학회지 2011;30(1):79-84

Multiple Teeth Replacement in the Anterior Maxilla by means of staged
implantation and provisionalization ; Case Report
Jun-Kang Kil1, Jung-Chul Park2, Tae-Won Kim1, Jee-Hwan Kim1, Sung-Tae Kim1 , Ui-Won Jung2,
Jung-Ho Youn2, Young-Bum Park1, Chang-Sung Kim2, June-Sung Shim1, Seong-Ho Choi2 , Hong-Seok Moon1

79

완전 무치악 환자에서 골유도 재생술을 통한 치조골 재건 및
다수의 임프란트 식립 : 증례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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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introduction of osseointegration of dental implants by Br°
anemark and coworkers have revolutionized oral rehabilitation
significantly advancing in restorative dentistry. However, the placement of dental implant in esthetic zone is still a challenge for
clinicians particularly in sites with multiple missing teeth and with deficiencies in soft tissue or bone because of patient’s esthetic
demand and difficult pre-existing anatomy. Therefore, hard and soft tissue augmentation procedure prior to implant placement is
needed for reconstruction of natural mucogingival architecture surrounding dental implants. This report presents a case of the
staged implant placement using by fabrication of transitional restoration for enhance esthetic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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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Ⅱ. 증례보고

완전 무치악 환자에서 임프란트 식립을 통한 보철 수복은

2005년부터 2010년까지 원광대학교 산본치과병원 구강

수직적-수평적으로 위축된 치조제와 구강점막의 탄력 저

악안면외과에 내원하여 임프란트 식립 후 고정성 보철치

하로 인해 매우 어렵다. 심하게 위축된 치조골에서 다수의

료로 수복한 최소 편악 무치악 환자 8명을 대상으로 하였

임프란트 식립이 계획된 경우 광범위한 치조골의 결손부

다. 상악 편악 무치악 환자 4명에서 48개의 임프란트가

를재건하기 위해onlay block bone graft를시행 후지연 식

식립되었고, 하악 편악 무치악 환자 4명에서는 총 36개

립이 추천된다. 이러한 block bone graft는 견고성이 있어

의 임프란트가 식립되었다(table 1). 편악 당 최소 8개에

외형을 유지하거나 재건 부위의 안정성이 높다는 장점을

서 최대 12개의 임프란트가 식립되었으며 환자의 연령분

지닌 반면, 감소된 골생성 능력, 느린 재혈관화, 공여부위

포는 42세에서 67세로 평균 55.2세 였다. 모든 시술은

의합병증발생가능성등의단점을지닌다.

Dormicum�(Roche Pharma Ltd., Reinach, Switzerland)

Particulate bone을 사용한 골유도재생술은 모든 임프란트

정맥 투여 통한 의식 하 진정 상태에서 국소마취 하 시행

식립 수술에 있어서 골이식이 필요할 때 가장 많이 사용하

되었으며 모든 환자는 시술과정에 잘 적응하였다. 경과

는 술식으로 임프란트 식립 시 약간의 dehiscence 혹은

관찰기간은 임프란트 식립일을 기준으로 최소 8개월, 최

fenestration wound가 있을 경우 1차적으로 고려하는 골

장 72개월로 평균 42±22.36개월이었다. 모든 환자에서

이식 방법이다. 이는 술자의 편의성, 환자의 높은 만족도

수술 전 인상채득을 통한 진단모형을 제작하여 악간 관

등의 장점을 지니지만 광범위한 수평, 수직적 치조골 결손

계 분석 및 외과용 스텐트를 제작하였다. 모든 임프란트

부의 수복시에 치료의 예지성이 낮아 사용이 의문시 되어

는 동일한 술자에 의해 식립되었으며 4명의 환자에는

왔다. 심한 치조골 흡수를 보이는 전악 무치악 환자에서

GS II�(Osstem Implant Co., Pusan, Korea) 식립하였고,

비흡습성 막을 사용하거나 onlay block bone graft를 시행

3명은 Implantium�(Dentium Co., Suwon, Korea), 1명은

하는 대신 보다 비침습적인 흡습성 막을 사용한 골유도재

Camlog�(CAMLOG Biotechnologies AG., Basel,

생술을 통하여 다수의 임프란트 식립에 필요한 충분한 양

Switzerland)으로 식립하였다. 치조제 증대술 및 상악동

의치조골재건이가능하였기에이를보고하고자한다.

골이식 시 사용한 다양한 골이식재로 Puros�(Zimmer
Dental., Carlsbad, CA, USA), OraGraft�(LifeNet Healt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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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c., Virginia Beach, VA,USA), Bio-Oss�(GeistlichPharma.,Wolhusen, Switzerland), Osteon�(Genoss.,
Suwon, Korea), 콜라겐 성분의 흡수성 차폐막으로는
Lyoplant�(B.BraunAesculap., Tuttlingen, Germany)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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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Distribution of Patient

Case

1

2

M

M

3

Arch

4

5

6

F

F

M

F

42

52

Maxilla

Sex
Age

55

Fixture

GS II�

67
GS II�

7

8

Mandible
61

Implantium� Implantium�

GS II�

M

58

51

GS II�

Camlog�

F
59
Implantium�

Number of fixture

10

10

8

10

12

8

8

8

1st surgery

GBR

GBR,
Sinus
graft

GBR

GBR
(Sinus graft,
6M ago)

GBR

GBR

GBR

GBR

2nd surgery

-

-

-

-

-

FGG

FGG

-

Final setting

13M

11M

10M

10M

9M

14M

12M

8M

Latest visit

36M

45M

56M

10M

68M

40M

72M

8M

■Table 2. Survival Rate of implants according placement arch

패하였다(Table 2). 환자 6의 하악 우측 제1소구치 임프

Placement arch

Survival Rate(%)

란트 식립 부위에서 임시치아 시적 후 기능 시 fixture

Maxilla
Mandible

100%
97.22%

mobility 관찰되어 해당 임프란트를 제거하였고, 2개월
후 같은 직경과 길이의 임프란트를 같은 부위에 재식립
하였다. 재식립부위를 포함한 모든 임프란트는 경과관찰

사용되었다. 5명의 환자에서 골이식재의 더 나은 조작을

기간 내 모두 생존하였다.

Fig 1. Case 1.
A~H: Surgical procedures of implant fixture installation.
I: panoramic view of 36 months after surgery.

Fig 2. Case 2.
A~F: Surgical procedures of implant fixture installation.
G: After the 2nd surgery.
H: After prosthesis delivery.
I: panoramic view of 10 months after surgery.

Fig 3. Case 3.
A~E: Surgical procedures of implant fixture installation.
F: 7 months after 1st surgery.G: 12 months after 1st surgery.
H: After prosthesis delivery.
I: panoramic view of 56 months after surgery.

Fig 4. Case 4.
A~F: Surgical procedures of implant fixture installation.
G: 9 months after 1st surgery.
H: After prosthesis delivery.
I: panoramic view of 10 months after surgery.

�

얻기 위해 부가적인 조직 접합제로 Tisseel (Baxter
Biosciences., Vienna, Austria)을 사용하였다.

Ⅲ.고찰

상악에서는 총 48개의 임프란트가 환자 1인당 최소 8개
에서 최대 10개, 평균 9.5개 식립되었다. 4명의 환자 중

완전 무치악을 치료하는 방법에는 임프란트 고정성 보

환자 1, 3은 식립과 동시에 골유도재생술을 시행하였으

철, 총의치, 임프란트 지지형 고정성 보철 등이 있다. 완전

며(Fig. 1,3) 환자 2는 식립과 함께 양측 상악동 거상술

무치악에서 임프란트 식립 후 고정성 보철 치료 시행 시

및 골이식, 골유도재생술을 시행하였다(Fig. 2). 환자 4는

수직적-수평적으로 위축된 치조제와 구강 점막의 탄력

임프란트 식립 6개월 전 양측 상악동 거상술 및 골이식,

저하로 인해 어려운 치료가 될 수 있다. 이러한 골 결손부

골유도재생술을 시행하였다(Fig. 4). 각 환자에서 모든

위에서의 임프란트 식립을 위한 치조골 증강을 위해 다

임프란트는 당일에 식립되었다. 2차 수술은 식립 후 평균

양한 술식이 사용되어 왔는데 자가골을 블록 형태로 이

6.7개월 후 시행되었다. 2차 수술 시 추가적인 뼈이식, 연

식하는 방법, 골 이식재를 사용한 골유도 및 골전도, 성장

조직 수술은 시행하지 않았다. 최종 보철물 시적 이후를

인자를 이용한 골형성, 인위적인 골절골에 의한 골 신장

기준으로 평균 12개월 동안 경과 관찰 시행하였고 가장

술, 차폐막을 이용한 골유도 재생술 등이 있다1). 특히 수

최근 방문까지 모든 임프란트는 생존하였다.

직적 치조골 결손부위를 재건하기 위해 최우선적으로 자

하악에서는 총 36개의 임프란트가 환자 1인당 최소 8개

가골 이식을 고려할 수 있으나 이식후 예기치 못한 심한

에서 최대 12개, 평균 9개 식립되었다. 모든 증례에서 임

골 흡수 발생 가능성 및 골채취 과정으로 인해 발생 가능

프란트 식립과 동시에 골유도재생술 통해 치조제 증대술

한 신경손상 등 합병증이 따르게 되어 자가골 이외의 다

시행하였으며 2차 수술은 평균 4.8개월 이후에 시행하였

양한 골이식재의 사용이 활발하게 이뤄지고 있으며 이를

다. 환자 6, 7에서는 2차수술 시 부가적으로 유리치은 이

통해 자가골 채취에 따른 위험이 감소하였다2). 자가골

식술을 시행하였다(Fig. 6,7). 36개 임프란트 중 1개는 실

채취시 하악 정중부에서 얻어지는 noncompress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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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신경손상 등 합병증이 따르게 되어 자가골 이외의 다

시행하였으며 2차 수술은 평균 4.8개월 이후에 시행하였

양한 골이식재의 사용이 활발하게 이뤄지고 있으며 이를

다. 환자 6, 7에서는 2차수술 시 부가적으로 유리치은 이

통해 자가골 채취에 따른 위험이 감소하였다2). 자가골

식술을 시행하였다(Fig. 6,7). 36개 임프란트 중 1개는 실

채취시 하악 정중부에서 얻어지는 noncompress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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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rticocancellous bone의 평균적 부피는 4.71mL3), 하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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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행지에서는 평균 2.36mL 로 더 많은 양의 골 이식 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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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적절한 임프란트 식립이 가능하였으며 최장 6년간의
follow up기간 동안 98%의 생존율을 나타냈다.

요 시에는 ilium, tibia 등의 부위에서 자가골 채취가 가능
하다. 그러나 드물게 ilium, tibia에서 골 채취 후 해당 부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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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나9) 이는 반드시 재수술이 요구되며 연조직 치유 전 티
Fig 5. Case 5.
A~F: Surgical procedures of implant fixture installation.
G: 7 months after 1st surgery.
H: After prosthesis delivery.
I: panoramic view of 68 months after surgery.

타늄막의 노출되는 합병증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술식
Fig 6. Case 6.
A~F: Surgical procedures of implant fixture install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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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 After prosthesis delive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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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평가된다. 티타늄 메쉬가 노출될 확률이 높아질수록
수술부위의 감염 발생 확률도 높아진다10). 수직골 증대술
이 수평적 골 결손부위의 회복보다 더 어려운 이유는 연
조직을 envelop형태로 형성 후 골이식 시 부피 증가에 따
른 장력에 의한 이식재의 노출 확률이 보다 높기 때문으
로 적절한 골 이식재의 적용과 soft tissue engineering은
골이식 성공을 위한 핵심이다11).
본 증례에서는 심한 수직적-수평적 골소실을 보이는 무
치악 결손부에서 기존의 블록형 자가골 이식나 티타늄
메쉬 사용을 동반한 입자골 이식을 시행하는 대신 이식
재와 조직 접착제, 흡습성 차폐막의 사용으로 다수의 임
프란트 식립에 적합한 결손부위의 재건을 시행하였으며
술 후 지속적인 예후 평가에서도 이상적인 결과를 나타
냈다. 특히 조직 접착제의 부가적인 사용으로 입자골의
조작성 향상을 도모하였고 식재의 움직임을 예방할 수
있었으며 또한 부가적인 공여부를 형성하지 않아 환자들
의 술 후 불편감을 감소시킬 수 있었다.

Ⅳ. 결론
Fig 7. Case 7.
A~D: Surgical procedures of implant fixture installation.
E, F: 2nd surgeryG: Overdenture of maxilla
H: After prosthesis delivery
I: panoramic view of 72 months after surgery

Fig 8. Case 8.
A~F: Surgical procedures of implant fixture installation.
G: After 2nd surgery.
H: After prosthesis delivery.
I: panoramic view of 8 months after surge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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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treatment of completely edentulous patients by implant restoration is difficult that most edentulous patients have vertical
and/or horizontal bone resorption of residual ridge and lack of resistance of the oral mucosa. When multiple implantations are
planned for the severely atrophied alveolar ridge, usually delayed implant placement is recommended after the procedure of onlay
block bone graft. Block bone graft has the advantage of maintaining the contour of bone and stabilizing the reconstructed site. It
however, shows the reduced capability of osteogenesis and has slower revasculization tendency and more possibility of
complication in the recipient si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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