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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국문초록)
1. 목 적
심각하게 흡수된 치조골을 가지는 상악골에 임플란트를 식립하려 할
때 상악동 증강술을 시행할 수 있다. 적절하게 이식재를 위치시키기 위
한 수술적 방법은 비교적 잘 알려져 있으나 어떤 이식재료가 상악동 증
강술에 가장 적합한지를 평가하는 연구는 계속되고 있다. 이 연구에서는
최근 5년간 발표된 상악동 증강술에서 사용되는 이식 재료에 관한 임상
연구 결과를 서로 비교함으로써 임상의가 상황에 적합한 골이식재를 선
택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고자 한다.

2. 방 법
상악동증강술 시 사용되는 골이식재에 대한 임상 연구결과, 조직학적
신소재에 대한 임상 연구 결과, 골이식재의 종류 및 치유기전에 대해
Pubmed

(http://www.ncbi.nlm.nih.gov/pubmed)에서

‘bone

graft

materials maxillary sinus’를 검색어로 하여 최근 5년간 (2009년 2월부터
2014년 1월까지), 전체 내용을 이용 가능한(Full text available) 논문 89
개 중 본 연구에 적합한 무작위의 조절된 연구(Randomized Controlled
Trial)를 포함한 임상연구(Clinical Trial), 리뷰(review)논문을 선별했다.
각 논문의 ‘related citation’ 중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논문 역시 참고했
다. 그리고 각 논문의 참고문헌 역시 필요하다고 판단 시 참조한다.

3. 결 과
최근 5년간 (2009년 2월부터 2014년 1월까지) 발표된 문헌을 기준으로
상악동 증강술에 사용되는 서로 다른 골 이식재를 비교한 결과, 임플란
트 성공률은 이식재 간 유의미한 차이가 없었다. 그러나 골의 질과 양을
평가하는 조직형태계측학적 분석을 실시한 연구에서는 이식재료 간 통계
학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는 항목이 있었다. 상악동 증강술 후 5개
월 내 골 형성량은 자가골이나 동종골이 합성골이나 이종골 보다 우수하
였고, 자가골과 이종골을 혼합하여 사용하는 경우 자가골의 비율이 더
높은 집단에서 6개월 째 골 패턴이 더 우수하였다. 2편의 연구에서 BCP
는 흡수되는 반면 이종골은 다량 잔존하고 있음이 확인되었다. 그러나 3
년 뒤에 골 생검 시편을 채취하여 평가한 연구에서는 BCP와 DBB 사이
에서 조직형태계측학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없었다. 한 편, 이종골의 흡
수 여부에 대해서는 상반된 결과가 보고되었다.
조직 공학을 응용한 방법을 평가하는 연구도 다량 포함되었다. 각 방
법은 다양한 기원의 줄기세포나 조골세포, 혈소판 풍부 플라즈마, 재조합
단백질, 혈액, 합성 펩티드를 응용하는 방법 등이었다. 대부분의 연구는
각 방법들이 우수한 결과를 보인다고 하였으며, 이러한 방법들이 술 후
치유기간을 줄일 수 있고, 자가골의 대체제로 활용될 수 있다 하였다.

………………………………………………………………………………
주요어 : review, sinus augmentation, bone grafts,
biomaterials, bone tissue engineering
학 번 : 2011-22455

I. 서

론

임플란트를 이용한 무치악 환자의 저작기능의 수복은 유용한 치료 방
법이다. 이 때 상악부에 심각하게 흡수된 치조골을 가지는 환자에게는
상악동 증강술을 시행할 수 있다1). 적절하게 이식재를 위치시키기 위한
수술적 방법은 비교적 잘 알려져 있으나2-4) 어떤 이식 재료가 상악동 증
강술에 가장 적합한지를 평가하는 연구는 계속되고 있다5-9).
구내 혹은 구외에서 채취한 자가골은 골 형성 촉진 능력이 가장 우수
하고 면역적인 부작용 없이 이상적으로 기존 골과 적합되는 능력을 가졌
으므로 가장 효과적인 이식재로 알려져 있다10,11).
그러나 자가골 이식은 공여골 채취를 위한 이차적인 수술이 필요하다
는 점에서 큰 한계를 가진다. 이차적 수술은 술 후 부작용의 위험성을
가지며 공여부의 기계적인 강도를 약화시키기 때문이다10). 결과적으로
자가골의 대체제를 찾고자 하는 노력이 계속되고 있다. 현재까지 임상의
가 이용할 수 있는 대체제로는 동종 골이식재, 이종 골이식재 그리고 합
성 골이식재가 있다12).
또한 최근에는 조직공학적인 발전으로 자가 조골세포나 골막 세포 등
을 활용한 방법, platelet rich plasma나 혈액을 활용하는 방법 혹은 이식
재 없이 거상된 상악동 막 아래에 공간 유지 장치만을 삽입하는 방법 등
으로 상악동 거상술을 시행하려는 시도가 진행 중이며, 몇 가지 임상 연
구가 보고되고 있다5,6,8,9,13).
이 연구에서는 최근 5년간 발표된 상악동 증강술에서 사용되는 이식
재료에 관한 임상 연구 결과를 서로 비교함으로써 임상의가 상황에 적합
한 골이식재를 선택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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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 방

법

상악동 증강술 시 사용되는 골이식재에 대한 임상 연구결과, 조직학적
신소재에 대한 임상 연구 결과, 골이식재의 종류 및 치유기전에 대해
Pubmed (http://www.ncbi.nlm.nih.gov/pubmed)에서 ‘bone graft
materials maxillary sinus’를 검색어로 하여 최근 5년간 (2009년 2월부터
2014년 1월까지), 전체 내용을 이용 가능한(Full text available) 논문 89
개 중 본 연구에 적합한 무작위의 조절된 연구(Randomized Controlled
Trial)를 포함한 임상연구(Clinical Trial), 리뷰(review)논문을 선별했다.
각 논문의 ‘related citation’ 중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논문 역시 참고했
다. 그리고 각 논문의 참고문헌 역시 필요하다고 판단 시 참조했다. 검색
된 문헌 중 상악동증강술에서 사용한 골이식재를 비교한 임상 연구와 조
직공학적인 소재를 이용한 임상 연구 49편을 문헌 연구에 포함시켰는데
골이식재를 비교한 임상연구가 15편, 조직공학적인 소재를 이용한 임상
연구가 16편, 기타 연구가 18편이었다(Figure 1). 문헌 연구에 포함된 임
상 연구 논문을 학회지 별로 분류하면 Table 1과 같다.

- 2 -

Figure 1: Selection of article

Table 1. Journals of selected articles
Journal

Bone
Clin Implant Dent Relat Res.
lin Oral Implants Res.
Clin Oral Investig.
Eur J Oral Implantol.
Eur Rev Med Pharmacol Sci.
Implant Dent.
Int J Oral Maxillofac Implants.
Int J Periodontics Restorative Dent.
J Clin Periodontol.
J Craniomaxillofac Surg.
J Oral Implantol.
J Oral Maxillofac Surg.
J Periodontol.
J Physiol Pharmacol.
Platelets
Tissue Eng Part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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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 of articles

1
4
7
1
9
1
2
7
2
2
1
2
6
1
1
1
1

III. 결

과

A. 골 이식재간 비교
1. 임플란트 성공률에 대한 비교

검색된 논문 중 1년 이상의 추적조사를 하고, 이식재에 따른 임플란트
성공률을 보고하고 있는 논문을 연구에 포함시켰다14-18). 몇 논문은 한
가지 재료를 사용하였을 때 임플란트 성공률을 보고하고 있었고14-16), 서
로 다른 두 가지 재료를 사용하여 임플란트 성공률을 비교한 논문도 있
었다17,18). 연구들에서 두 집단 간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는 없었다.
Table 2. Implant survival rate in articles

Articles

Follow-up
period
Heinemann
3Y
(2009)14)et al.
El Hage
(2012)15)et al. 14.42M
Oliveira
(2012)et16) al.
Merli
(2013)et17)al.
Lindgren 18)et al.
(2012)

No.
implant
37/37

Success rate(%)

Nanocristalline HA

100
94.74
93.75
100
95.8
95.7

8Y

24/24

Nanocristalline
HA
Embedded
in silicagel
DBB

15M

30/32
27/27
23/24
22/23

DBB
AB
PCP
DBB

3Y

18/19

Graft materials

HA, hydroxyapatite
DBB,
deproteinisedbonebovine bone
AB, autogenous
BCP, bisphasic calcium phosph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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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

2. 조직형태계측학적 분석 결과의 비교

연구에 포함된 논문 중 서로 다른 골 이식 재료로 상악동 증강술을 시
행한 후 조직형태계측학적 분석을 통해 각 재료를 비교한 연구를 살펴본
결과, 몇 편의 RCT연구가 서로 다른 골이식재를 사용했을 때 조직형태
계측학적 분석 결과 통계학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없다고 보고하였고
18-20), 다른 몇 편의 연구는 각 집단 간 통계학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항목이 있음을 보고하였다21-25). 한 가지 특이한 점은 포함된 논문
중 Lindgren 등의 논문 3편이18,24,25) 한 가지의 RCT설계의 실험에서 보
고되었다는 점이었다. 각각은 2009년, 2010년, 2012년에 발표되었으며, 2
편24,25)은 골 이식 후 8개월 째 채취한 골 생검 시편을 분석한 것이었고,
1편18)은 3년 뒤에 골 생검 시편을 얻어서 분석한 결과를 정리한 것이었
다. 분석 결과 8개월째에는 두 이식재간 이식재의 잔존량에서 통계학적
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었으나 3년 째 에는 통계학적으로 유의미한 차
이가 보고되지 않았다.
Silvestri19) 등은 두 가지 이종골을 사용하여 임플란트 식립과 동시에
상악동 증강술을 시행했을 때 조직형태계측학적 분석을 하기 위해
multicenter randomized controlled double-blind prospective clinical trial
을 시행하였다. 37명의 환자를 대상으로 대조군에 해당하는 상악동에는
100% deproteinated partic-ulated bovine bone(DPBB)를 실험군에는
prehydrated corticocancellous porcine bone(PCPB)를 이용해 증강술을
시행하였다(실험군 24개, 대조군 18개). 6개월 뒤 골 생검 시편을 채취하
여 조직형태계측학적 분석을 시행한 결과 총 골 생성량이나 이식재의 잔
존량에서 두 집단 간 통계학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없었다.
또, Kolerman20) 등이 deproteinized bovine bone mineral (DBBM)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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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uman freeze-dried bone allograft (FDBA)를 비교한 연구에서도 골 생
성량, 이식재의 잔존량, 결합조직의 양에서 두 집단 간 유의미한 차이가
없었다. Kolerman 등은 양측성으로 상악동 증강술을 필요로 하는 5명의
환자를 대상으로 한 측에는 DBBM을 다른 측에는 FDBA를 사용하여
상악동 증강술을 실시하였고, 9개월 후 골 생검 시편을 채취하여 비교하
였다.
한 편, Schmitt21) 등은 biphasic calcium phosphate(BCP, Straumann
BoneCeramic®), anorganic bovine bone(ABB, Geistlich Bio-Oss®),
mineralized cancellous bone allograft (MCBA, Zim-mer Puros®),
autologous bone(AB)을 이용하여 상악동 증강술을 시행한 후 임상적 및
조직학적 특징을 서로 비교하였다. 상악 구치부의 수직적 골높이가 4mm
이하인 30명의 환자를 대상으로 ABB, BCP, MCBA, AB를 각각 사용하
여 상악동 증강술을 하였다. 5개월의 치유 기간이 지난 뒤 임플란트 식
립과 동시에 골 생검 시편을 채취하였다. 94개의 임플란트가 식립되었고
53개의 골 생검 시편을 얻어서 평가하였다. 조직 시편 내 새롭게 형성된
골 함량은 BCP가 30.28 ± 2.16%, ABB가 24.9 ± 5.67%, AB가 41.74 ±
2.1%, MCBA가 35.41 ± 2.78%였다. AB가 BCP나 ABB에 비해 현저히
높았고, MCBA가 ABB에 비해 높았다. 잔존하고 있는 대체재의 함량도
측정하였는데, BCP가 5.8 ± 2.1% 인데 비해 ABB가 21.36
± 4.83% 로 현저한 차이가 있었다. Schmitt21) 등은 실험 결과를 바탕으
로 새로운 골 형성량이 가장 높다는 점에서 상악동 증강술에 있어서 AB
가 여전히 gold standard로 여겨지나 실험에 사용된 실험 재료 모두 상
악동 증강술에 사용하기에 적합한 것으로 생각된다고 결론내렸다.
또, Kurkcu22) 등은 Bovine-derived hydroxyapatite (BHA) 와
beta-tricalcium phosphate (ß-TCP)의 생물학적 효과를 비교하였다.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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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을 대상으로 6.5개월의 치유기간 뒤 골 생검 시편을 얻은 후 조직형태
계측학적 분석을 시행한 결과 새로운 골의 형성은 BHA 집단에서 30.13
± 3.45%, ß-TCP 집단에서 21.09 ± 2.86% 였으며(P= .OO1), 잔존하고
있는 이식재량은 BHA 집단에서 31.88 ± 6.05% ß-TCP 집단에서 34.05
± 3.01% 였다.(P= .047) 연조직 함량은 BHA와 ß-TCP 집단에서 각각
37.99 ± 5.92%, 44.86 ± 4.28%였다(P= .O11). 즉, ß-TCP가 BHA 보다
더 우수한 골전도능을 보였다.
Galindo-Moreno23) 등은 상악동 증강술에서 사용하는 자가골과
anorganic bovine bone (ABB)의 배합 비율을 달리하였을 때 치유 패턴
과 골의 리모델링 활성을 평가하고자 했다. 상악동 증강술이 필요한 환
자를 무작위로 두 집단으로 나누었다. 한 집단은 자가골과 anorganic
bovine bone (ABB)의 비율을 50:50으로 하였고, 다른 집단은 20:80으로
하였다. 6개월의 치유기간이 지난 후 이식부로부터 골 생검 시편을 채취
하여 조직학적, 조직형태계측학적, 면역조직화학적 분석을 실시하였다.
28명의 피험자의 결과를 분석한 결과 골 조직과 비광화 조직의 비율에
있어서 두 집단 간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없었다. 그러나 유골
선(osteoid line)의 수와 골기질 내에 존재하는 골세포(osteocyte) 수가
5:5로 배합한 집단에서 더 많았다. 오스테오폰틴(osteopontin)과 타타르산
염 내성 산성 인산분해효소(tartrate-resistant acid phosphatase)의 발현
패턴에도 차이가 있었다. 결과적으로 Galindo-Moreno 등은 자가골과
ABB의 비율이 상악동 증강술 후 골의 리모델링 패턴과 세포 구성에 영
향을 미치는 것 같으며, 두 집단에서 골 함량을 유사하였으나 자가골 함
량이 높은 집단의 이식부에 보다 많은 세포가 존재한다고 결론지었다.
Lindgren25) 등은 무작위 조작연구를 통해 biphasic calcium phosphate
(BCP)와 deproteinized bovine bone (DBB)를 이용하여 상악동 증강술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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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한 후 샌드블라스팅과 산처리된 표면을 가진 마이크로임플란트를 식
립하였을 경우 임플란트 주위의 골 형성을 비교하고자 하였다. 양측에
상악동 증강술을 필요로 하는 9명의 완전 무치악 환자와 2명의 부분 무
치악 환자를 대상으로, 한 측은 BCP로 다른 한 측은 DBB로 상악동 증
강술을 시행하였다. 각 측에는 한 개씩의 마이크로임플란트를 식립하였
다. 8개월의 치유 기간 후 일반적인 임플란트를 식립할 때 22개의 마이
크로임플란트를 모두 제거하여 조직학적 분석을 위한 주위 골 샘플을 얻
었다. 실험 결과 골–임플란트 접촉 (bone-to-implant contact) 은 두 집
단 간 유의미한 차이가 없었다. 새롭게 형성된 골함량도 비슷하였다. 그
러나 남아있는 이식재 함량은 DBB가 BCP에 비해 현저히 높았다. 또
Lindgren24) 등이 잔존 이식재의 구성과 주변 골을 분석하기 위해 전자현
미경과 energy dispersive X-ray spectroscopy를 이용한 결과, 두 집단
의 시편에서 이식재는 10–500㎛의 입자로 잔존하고 있었으며 새롭게 형
성된 골과 직접적으로 접촉하고 있거나 완전히 둘러싸여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비광화 조직에서는 더 작은 입자가 존재하고 있었으며, BCP
를 사용한 곳에서는 골과 이식재 사이의 계면에서 입자의 표면 분해가
일어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실험을 통해 BCP 내의 ß-TCP는 치유기
간이 지남에 따라 점진적으로 칼슘결여 수산화인회석 (calciumdeficient
hydroxyapatite)로 대체됨을 알 수 있었다.
한 편, Lindgren18) 등은 3년 뒤에 다시 한 번 골 생검 시편을 채취하
여 조직형태계측학적 분석을 시행하였다. 그 결과 BCP 집단과 DBB 집
단 각각에서 골함량은 29 ± 14.3%, 32 ± 18.0%, 잔존 이식재 함량은 38
± 10.9%, 44 ± 12.1%로 두 집단 간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없었
다. 하지만 저자는 저배율의 현미경에서 관찰했기 때문에 이것으로 잔존
이식재의 흡수를 말하는 것에는 한계가 있다고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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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듯 이식 후 생성된 골을 조직형태계측학적으로 분석할 때 이식재
함량 역시 관심의 대상이다. 장기적으로 보았을 때 이식재가 염증 반응
없이 흡수되고 신생골로 대체되는 것이 이상적이다. 앞 선 연구에서 살
펴본 바와 같이 ß-TCP는 이식 후 흡수가 진행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
다. 한 편, 돼지에서 유래된 이종골의 흡수에 관해서는 2편의 연구가 서
로 상반된 결과를 보였다.
Pagliani26) 등은 porcine bone(PB)과 barrier membrane (OsteoBiol®,
Tecnoss Dental, Turin, Italy)를 이식재로 사용했을 때, 골 이식 후 5-7
개월 뒤 채취한 골 생검 시편에서 PB 표면에서 새로운 골이 형성되었으
며, PB 입자들이 흡수되고 리모델링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고 보
고하였다. 그래서 PB 골 대체제와 차폐막을 이용한 상악동증강술은 좋
은 임상적 결과를 보였고 조직학적 결과는 시간이 지남에 따라 이 골대
체제가 흡수될 수 있음을 시사한다고 결론내렸다. 그러나 Scarano27) 등
은 돼지의 피질골 (cortical porcine bone augmentation material)을 사용
하여 상악동증강술을 시행한 후, 4개월 혹은 6개월 뒤 조직학적 혹은 조
직형태계측학적 평가를 위해 모두 77개의 시편을 분석한 결과 상악동 증
강술에 사용된 입자 대부분이 큰 골세포 골소강(osteocyte lacunae)과 함
께 새롭게 형성된 골에 둘러싸여 있었고 흡수 양상은 확인 할 수 없었다
고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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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udy
design

6

Clinical 28
Galindotrial
Moreno
et
al.
23)
(2011)
Lindgren
22
24) et al. RCT
(2010)
& 25)
(2009)
& 18)
(2012)

Results

TBV(%)
37.52
(DPBB);
37.43
(PCPB)
GMR(%)
16.44
(DPBB);
13.53
(PCPB)
OS(%) 46.02 (DPBB); 49.03 (PCPB)
TBV(%)
31.8
(FDBA);
27.2
(DBBM)
GMR(%)
21.5
(FDBA);
24.2
(DBBM)
CT(%) 46.7 (FDBA); 48.6 (DBBM)
AB
AB MCBA BCP BB
MCBA
TBV(%) 42.74 35.41 30.28 24.90
BCP
BB
GMR(%) 15.82 21.36
BHA
TBV(%)30.13(BHA);21.09(ß-TCP)(P=.OO1*)
b-TCP
GMR(%)31.88(BHA);34.05(ß-TCP)(P=
.047*)
CT(%) 37.99(BHA);44.86(ß-TCP)(P= .O11*)
AB+BB(Bio-Oss)
Vital
bone(%)
36 (G1);
37.38 (G2)
(5:5)(G1)
Osteocytes
(mm2)
631.85(G1);219.08(G2)
(2:8)(G2)
(P=.002*)
Osteoid lines 18.0(G1);59.01(G2)(P=0.023*)
BCP
BIC(%)
64.6±9.0(BCP);
55.0±16.0(DBB)
DBB
TBV(%)
41.1±9.8(BCP);
(DBB)
GMR(%)53.9±26.1(BCP); 41.6±14.0
87.9±18.2(DBB)
(P= .007*).
TBV(%)
29±14.3
(BCP);
32±18.0
(DBB)
GPCB(%)
38±10.9
(BCP);
44±12.1
(DBB)
GMR(%) 20±7.5 (BCP); 24±13.5 (DB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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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steobiol mp3)
FDBA
DBBM

Graft Materials

More
DBBthan
particels
BCP particl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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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w
bo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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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
BCP,BBB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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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HA:
morein
efficient
osteocunduction
Osteocytes
Osteoid lines

None

None

statistical
significant
differenc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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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PBB,
deproteinised
particulated
bovi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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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CPB,phosphate;
prehaydrated
corticicancellous
porcineCT,
bone;connective
BIC, bone-to-implant
contact;amount
FDBA,of residual
freeze-dried
bone
allograft;
BCP,
bisphasic
TBV,
total
bone
volume;
tissue
value;
GMR,
grafting material; OS, amount of osteoid surface; GPCB, graft particles in contact with bone; *Statistically significant difference

36

8

6.5

Clinical
trial 23

Kurkcu
(2012)22) et al.

5

9

6

Healing
period
(M)

Clinical
trial 45

10

42

No.
sinuses

Schmitt
(2013)21) et al.

Kolerman
(2012)20) et al. RCT

Silvestri
(2013)19) et al. RCT

Author

Table 3. Histomorphometric Analysis

B. 조직공학적인 소재의 이용
1. Cells

상악동 증강술식에서 다양한 기원의 세포를 혼합하여 사용하려는 시도
가 계속되어 왔다28-32). 연구에 포함된 논문 중 조직공학적으로 세포를
응용하는 것과 관련된 논문이 여럿있었다. 각 연구에서 사용한 study
design은 RCT 연구29,30), clinical trial28,31), case series32)였다. 이 중 다수
가 다양한 세포의 이용할 때 이점이 있음을 보고하고 있었다(Table 5).
Nagata28) 등은 cultured autogenous periosteal cells(CAPC)을 6주 배
양하여 분쇄된 자가골과 혈소판 풍부 플라즈마(Platelet-rich plasm)와
섞어서 사용한 것과 기존의 자가골 이식을 비교하였다. 비교를 위해 고
해상도 3차원 컴퓨터단층촬영 영상(high-resolution 3D-CT)과 골 생검
을 실시하였으며 18개 상악동(maxillary sinus)을 사용하였다. 관찰 결과
두 집단 간에 뚜렷한 차이는 없었으며 심각하게 치조골이 흡수된 경우에
사용하여도 만족스러운 결과를 얻을 수 있었다.
또 골 생체검사 결과 CAPC를 사용한 경우 혈관 신생과 관련하여 현
저히 많은 조골세포와 파골세포를 끌어들임을 알 수 있었으며 3D-CT
영상 결과, CAPC를 사용하면 기존의 자가골 이식에 비해 더 빨리 이식
자가골이 리모델링 됨을 알 수 있었다. 그래서 CAPC를 사용할 경우 자
가골 이식에서 자가골량을 40%까지 낮출 수 있다고 하였다. 이러한 결
과는 CAPC가 골의 리모델링을 유도하여 골성결합(osteointegration)을
강화하고 결과적으로 임플란트 식립 후 대기하는 시간을 줄일 수 있을
것임 시사한다.
Sauerbier30) 등은 상악동 증강술에서 기존의 자가골과 bovine bone
mineral(BBM)를 혼합하는 방법에서 자가골 대신 bone marrow aspir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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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centrate(BMAC)를 사용할 수 있는지를 평가하기 위해 새로운 골을
형성하는 능력(ability of new bone formation(NBF))을 비교하였다. 26명
의 환자를 대상으로 45개의 상악동에 상악동증상술을 실시하였다. artial
cross-over design을 이용하여 25명의 환자 34개의 상악동에는 BBM과
간엽줄기세포를 포함한 BMAC를 혼합하여 상악동 증강술을 실시하였고
11명의 환자 17개의 상악동에는 30%의 자가골과 70%의 BBM을 혼합한
재료를 사용하였다. 3-4개월의 치유기간이 지난 뒤 임플란트를 식립할
때 골 생검 시편을 채득하였고 NBF 측정을 위해 조직형태계측학적 분
석을 시행하였다. 3-4개월 후 새로운 골을 형성하는 능력은
BMAC/BBM 혼합재와 AB/BBM 혼합재에서 동일하였고, 이 새로운 방
법이 자가골 이식을 대체 할 만하다고 보고하였다.
Gonshor31) 등은 태생의 간엽줄기세포를 포함한 allograft cellular
bone matrix (ACBM)를 사용하여 상악동 증강술을 시행한 경우와
conventional allograft (CA)를 사용하여 상악동 증강술을 시행한 경우의
골형성을 비교 평가하고자 했다. 평균 치유 기간 3.7 ± 0.6개월에서 조직
형태계측학적 비교 결과 두 집단 간 골 함량과 재료의 잔존량 모두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었다. ACBM가 골함량이 더 많았으며 잔
존량은 더 적었다.
Mangano32) 등은 상악골 증강술에 폴리글리콜-폴리락틱 비계
(polyglycolic–polylactic scaffold)에 심은 자가 조골세포를 이용한 조직
공학적 골 이식의 결과를 평가하고자 하였다. 조직학적 평가를 위해 상
악동증강술을 실시한 뒤 6개월 뒤에 생검 시편을 채취하였다. 실험 결과
수직적 골높이 증가는 조직공학적 골을 사용한 쪽에서 6.47±1.39mm이었
고, 조직 시편에서 치밀골과 해면골이 포함된 성숙한 골이 관찰되었다.
각 시편에서 새롭게 형성된 골과 골수의 함량은 다양하였다. 이식부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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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평균 골함량은 실험군에서 37.32±19.59%였다. 이를 통해 상악동 증강
술에 사용한 조직공학적 골은 사람에서 새롭게 골을 형성할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한 편, Hermund29) 등은 구치부의 치조골 높이가 3mm이하의 20명의
환자를 대상으로 무작위 임상실험을 시행하였다. 4개월 후 채취한 골 생
검 조직을 이용해 비탈회 조직 시편을 만들어 이식부와 상악결절부의 골
밀도를 측정 비교한 결과 상악동 증강술 시에 deproteinized bovine
bone mineral (DBBM)와 자가골의 복합재료에 자가 골세포를 첨가하는
것이 첨가하지 않는 경우와 비교하였을 때 골 형성을 현저하게 촉진시키
지 않는다는 결론을 내렸다. 이들은 두 가지 방법 모두 임플란트를 식립
하여 골성 결합을 하게 하는데 적절하다고 하였다.
Mangano 등(2013)6)은 상악동증강술 시 다양한 비계를 이용하여 간
엽줄기세포(Mesenchymal tem cells, MSCs)를 적용하는 것의 효과를 검
증하는 15개의 연구에 대해서 메타 분석을 시행하였다. 이 중 4개의 연
구30-33)는 무작위의 조절된 연구(RCT)였다. 메타분석 결과 간엽줄기세
포가 골의 재생에 대한 긍정적인 효과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나타나
지 않았다. 그러나 그 잠재력을 확인할 수는 있었다. Table 5는 메타분
석에 포함된 RCT의 결과를 표로 정리한 것이다.
이는 Park9)이 시행한 메타분석 결과와도 일치한다. Park9)은 1997년부
터 2009년 사이 발행된 논문을 대상으로 세포 기반 상악동 증강술의 효
과를 메타 분석하였다. 5개의 조직형태계측학적 분석을 포함한 연구를
분석한 결과, 세포를 첨가한 그룹이 첨가하지 않은 그룹에 비해 형성된
골 함량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나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는 없었다.
이와 같은 연구에서 주목할 만 한 점은 골 생검 시편의 채취 시기를 비
교적 짧게 두었다는 것이다. 최근 5편28–32)의 결과는 자가 줄기 세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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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이용하였을 때 자가골을 첨가하는 것만큼이나 효과가 있으며 이는 자
가골 채취량을 줄여주고 골 형성 시기를 당길 수 있음을 시사했다.
또, Gonshor31) 등의 결과는 자가 세포가 아닌 동종 세포의 활용 가능
성을 시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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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Mangano
et al.
(2009)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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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BBM,
deproteinized
bovine periosteal
bone mineral
BMAC,autogenous
bone marrow
aspirate concentrate
CAPC,
cultured
autogenous
cells
AOB,
osteoblasts
PRP,
platelet-richbone
plasma
AB,
augmented
TEB,
tissue-engineered
bone(Oral Bone®, BioTissue, Freiburg, Germany)
NBF,
new
bone
formation
RBD,
elative bone
densitydifference
index, (bone density at the augmented sinus)/(bone density at the tuberosity area)
*Statistically
significant

case
series

24

Gonshor
Clinical
et
al.
trial
31)
(2011)

BMAC Pelvic
bone

4

3 to 4 BBM
NBF(%) 12.6±1.7 (test); 14.3±1.8 (ctr)
(test)
BBM+
AB(7:3)
(ctr)
MSCs Allograft
3.7 allograft Vital32.5±6.8
bone content(%)
(test);
18.3± 10.6 (ctr) (P= .003*)
Residual
graft
content(%)
4.9±2.4 (test); 25.8±13.4 (ctr) (P= .002*)
AOB Mandible 6
- vertical
bone gain 6.47±1.39 mm
mean of bone tissue 37.32±19.59%
(TEB)

Results

ABG volumetric
changes
of 0.71
AB (ctr)
at 3 M and 1Y
Total
0.68
(test);
low
(test); 1.14
0.66 (ctr)
(ctr)
high CT
CT density
density area
area 0.65
0.65(test);
(P〈0.05*)
DBBM
Median
bone density
30% (test); 25% (ctr)
+ABG
Augmentation
height
(1: 1) RBD 0.73 (test); 0.486.0(ctr)(test); 5.4 mm (ctr)

Graft
Material

45

Tuberosity

3,12

(M)

Healing
period

AOB

Mandible,
Iliac
crest

Cell
Source

40

CAPC

Cell
Type

Hermund
RCT
et
al.
(2012)29)
Sauerbier
RCT
et
al.
(2011)30)

Sinuses

No.

7

study
design

Nagata
Clinical
et
al.
trial
28)
(2012)

Author

Table 4. Studies on maxillary sinus augmentation with cells

Table 5. RCTs on maxillary sinus augmentation with MSCs

(Mangano 등(2013))

No. Follow-up
Atuhor patients (M)
Gonshor
18
3-4
et al.
(2011)31)

Rickert
et al.
(2011)33)

Sauerbie
r et al.
(2011)30)

Mangano
et al.
(2009)32)

12
26
5

3-4
3-4
6

Study design

Results
P = .003)
P = .002)

18 MSCs+ALL

VB=32.5% ± 6.8%(
RP=4.9% ± 2.4% (

ALL

VB=18.3% ± 10.6%
RP=25.8% ± 13.4%

12 MSCs+DBBM

VB=17.7% ± 7.3% (
RP=29.1% ± 9.3%

12 DBBM+AB

VB=12.0% ± 6.6%
RP=26.3% ± 6.9%

34 MSCs+DBBM

VB=12.6% ± 1.7%
RP=31.3% ± 2.7% (

11 DBBM+AB

VB=14.3% ± 1.8%
RP=19.3% ± 2.5%

5 MSCs+PLGA
5 HA

P = .026)

P < .0001)

VB=37.3% ± 19.5%
RP=0.0% ± 0.0%
VB=54.6% ± 21.1% (P < .005)
RP=27.7% ± 16.3% (P < .005)

AB, autologous bone; ALL, allografts; DBBM, demineralized bovine bone matrix; HA,
hydroxyapatite; PLGA, polylactid-co-glycolic acid; RP, residual graft particles; VB, vital
bo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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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Platelet-Rich plasma와 Platelet-Rich Fibrin

상악동 증강술에서 다양한 골이식재료에 platelet-rich plasma (PRP)를
혼합하여 사용하는 것은 흥미로운 주제이다34). 연구에 포함된 논문 중
혈소판 추출물과 관련된 논문이 몇 편있었다34-37). 각 연구에서 사용한
study design은 RCT 연구34,35), clinical trial36), case series37)이었다. 이들
논문은 모두 PRP 혹은 PRF를 첨가하는 것의 이점을 보고하고 있었다
(Table7).
Badr 등(2010)35)은 상악동 증강술을 시행 시 자가골에 PRP를 첨가하
는 것의 효과를 알아보기 위해 임플란트 식립 시와 지대주 체결 시 ISQ
를 측정하였다. 그 결과 3-4개월의 치유기간이 지난 후 구치부에서 측정
한 임플란트의 ISQ 값에서 실험군과 집단군 사이에서 통계적으로 유의
미한 차이가 관찰되었다. 그 외 다른 측정값에서는 통계학적으로 유의미
한 차이가 발견되지 않았다.
Poeschl36) 등은 PRP가 algae-derived hydroxyapatite AlgOss/C
Graft/Algipore 에 첨가 되었을 때 새로운 골 형성과 리모델링에 미치는
효과를 알아보았다. 임플란트의 coronal region과 apical region을 나누어
분석한 결과 두 부위 모두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발견되었으
나 apical region에서 특히 현저한 차이가 발견되었다.
Inchingolo37) 등은 Bio-Oss®와 함께 PRF®를 이용하여 상악동 증강술
을 시행하였을 때 골의 재생과 치유의 과정 및 임플란트의 골성 결합을
평가하고자 하였다. 잔존골이 5mm 이상인 증례를 선택하여 상악동 증강
술과 임플란트 식립을 동시에 한 후 치유 및 결합을 위해 6-9개월의 시
간을 두는 “one-stage sinus lift” 술식을 적용하였다. 모든 환자는 타진
시 통증이 없었고 임플란트 주위의 연조직도 건전하였으며 임플란트 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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립시 이상적인 초기 고정을 보였고 임플란트 주위로 골 밀도가 현저히
증가하였다. 이 연구에 포함된 모든 증례에서 성공적인 임플란트 보철
수복을 확인할 수 있었다.
Yilmaz34) 등은 PRP/bovine-derived xenograft (BDX)를 시행한 경우
와 BDX/collagen membrane을 시행한 경우에서 방사선학적·조직학적 결
과를 비교 평가하고자 했다. split mouth design을 사용하여 잔존 치조골
이 5mm인 10명의 환자를 대상으로 하였다. 8개월 뒤 두 골이식재 모두
만족할 만한 수직적 골높이 증가를 보였다. 조직학적 분석 결과 PRP를
첨가한 그룹에서 규칙적으로 배열한 층판골(lamellar bone)을 포함한 골
소주를 확인할 수 있었다. 반면 대조군 집단에서는 불규칙적으로 배열된
콜라겐 섬유를 포함한 무층골(woven bone)이 주로 관찰되었다. 결과적
으로 두 배합 모두 만족스러운 골높이를 만들 수 있지만 PRP를 첨가한
집단에서 더 성숙한 골이 형성됨을 알 수 있었다.
이와 같은 연구결과는 2010년까지의 연구 12개를 대상으로 한 Del
Fabbro8) 등의 연구결과보다 PRP의 효과에 대한 증거가 좀 더 강화된
것이다. Del Fabbro 등은 상악동 증강술 시 혈소판 추출물을 첨가하는
것의 효과를 평가하는 12개의 연구를 분석한 결과 임플란트 성공률에서
는 실험군과 대조군에서 유의미한 차이가 없었으나 6개의 연구가 조직형
태계측학적 분석 결과에서 혈소판 추출물의 이점을 보고하고 있다고 하
였다(Table 8). 이와 함께 연조직 치유에 대한 긍정적인 효과, 술 후 불
편감 감소 등이 종종 보고 되었으나 비중 있게 다뤄지지는 않았다. 결과
적으로 상악동증강술에서 PRP의 첨가는 특히 구치부의 초기 골형성에서
긍정적인 효과를 가진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그러나 각 연구에서 사용
한 실험디자인, 술식, 이식재와 혈소판 추출물의 준비방법 등 실험 설계
방법이 크게 상이하여 연구간 결과를 비교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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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udy
design

ISQ,
implant
stability xenograft
quotients
BDX,
bovine-derived
ABH,
alveolarsignificant
bone heightdifference
*Statistically

20

9

BDX

6 to 9

5 to 6

3 to 4

Yilmaz
et RCT
al.
(2013)34)

Bio-Oss®

ABG

period(M)

Follow-up

ABG
(1:10) + HA 7.1

31

22

Graft
Material

No.
Sinuses

Poeschl
et Clinical
18
al.
trial
(2011)36)

Inchingolo
Case
et(2010)
al. 37)
series

Badr
(2010)et35) al. RCT

Author

Results

PRP

Effect o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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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eanMaxilla
ISQ at63±2.2
implant(test);
placement
Positive
61.8±4.2
(ctr)
(only
Maxllary
anterior
63±3.3
(test);
64±4.8
(ctr)
at
Maxillary
Maxillary
(P=0.04*) posterior 61±2.6 (test); 60±2.4 (ctr) posterior)
MeanMaxilla
ISQ at65±3.3
abutment
connection
(test);
64±4.5
(ctr)64±7.1 (ctr)
None
Maxllary
anterior
66±3.6
(test);
Maxillary posterior 65±2.2 (test); 64±1.7 (ctr)
Implant
survival
rate: 100%bone tissue
Presence
of
newly-formed
Average
of 31%. increase in the peri-implant Bone Density
in theNewly
coronal
regionBone
(%) 32.2 (test); 27.6 (ctr)
Formed
Positive
Biomaterial
20.147.7
(test);
20.352.1
(ctr)(ctr)
(especially
Marrow Space
(test);
inapical
the
in theNewly
apicalFormed
region Bone 25.7 (test); 17.0 (ctr)
region)
Biomaterial
23.4
(test);
34.5
(ctr)
Marrow Space 50.9 (test); 48.5 (ctr)
MeanBaseline
ABH (mm)
Positivein
3.13±1.05
(test);
3.20
±
0.68
(ctr)
(only
8th month 12.76±1.93 (test); 12.77±2.45 (ctr)
Histological
analysis)
More
prominent
and
mature
bone
formation
was
observed at sites treated with PRP/BDX.

Table 6. Studies on maxillary sinus augmentation with PRPs

32

8
36
24
10
4

Consolo
(2007)44) et al.

Aimetti45) et al.
(2008)
Schaaf
(2008)46)et al.
Bettega47) et al.
(2009)
Torres
(2009)48)et al.
Anitua49)et al.
(2010)

* BIC, bone implant contact

6
35
20
10
9
18

ABG
ABG
ABG
Bio-Oss
Bio-Oss

ABG

Bio-Oss
b-TCP
FDBA
ABG
FDBA
ABG

Graft
Material

No.

Sinuses

Froum
(2002)38)et al.
Wiltfang
(2003)39) et al.
Kassolis
(2005)40) et al.
Raghoebar
(2005)41) et al.
Choukroun
(2006)42) et al.
Thor
(2007)et43) al.

Author

6
4
6
6
5

4/5/6/7

7, 7.5, 11
6
4.5 to 6
3
48 (test)/
(ctr)
3 and 6

Time (M)

Biopsy
Histomorphometry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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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ital
21.3±9.7 (ctr)
BIC*: bone
38.2%23.3±9.7
(test); (test);
33.8% (ctr)
New
bone:graft:
38 (test);
29 (ctr)15.0 (ctr)
Residual
13.8 (test);
New
bone:graft:
33.3±11.3
(ctr)(ctr)
Residual
21.2±8.3(test);
(test);26.5±6.8
37.0±15.7
Total bone: 38.4±11.3 (test); 41.1±8.3 (ctr)
Vital
bone:bone:
21.0 9.4
(test);(test);
20.310.9
(ctr)(ctr)
Non-vital
New
boneatat33months:
months:13±7
22±9(test);
(test);20±11
11±3 (ctr)
(ctr)
Old
bone
New bone at 6 months: 14±7 (test); 13±6 (ctr)*
Old bone at 6 months: 19±10 (test); 23±11 (ctr)*
Total
bone
atat 45 months:
43.3±9.1(test);
26±5.2(ctr)
Total
bone
months:
39.3±5.7(test);
29.2±4.0(ctr)
Total
bone
at
6
months:
+29
(test
vs
ctr)
Total bone at 7 months: +20 (test vs ctr)
BIC*: 46.75%±13.6% (test); 20.5%±5.57% (ctr)
Total bone: ~18 to 55‡ (test); ~15 to 58‡ (ctr)
Total bone: 43.2 (test); 50.0 (ctr)
New
bone:graft:
31 1~475 (test);
4.5 (ctr)
Residual
(test); 21.3
~50 1(ctr)
New bone: 24.9 (test); 8.3 (ctr)

Table 7. Studies Reporting Histomorphometric Analysis

(Del Fabbro 등(2013))

3. Recombinant human proteins

선택된 논문 중 재조합 유전자과 관련된 논문이 몇 편 있었다50–53). 연
구는 rhGDF-5를 이용한 동일한 실험을 대상으로 분석한 연구와50,51),
rhBMP-2를 이용한 실험이었다52,53)(Table 8).
Koch 등(2010)50)은 recombinant human growth and differentiation
factor-5(rhGDF-5)가 코팅된 b-tricalcium phosphate(b-TCP)
(rhGDF-5/b-TCP)가 상악동 증강술 실시 후 골형성을 도울 수 있는 지
를 알아보기 위해 전향적 무작위 임상 연구를 실시하였다. 31명의 환자
를 무작위로 세 집단으로 나누어서 상악동증강술을 시행하였다. 첫 번째
집단은 rhGDF-5/b-TCP로 상악동 증강술을 실시한 뒤 3개월의 치유 기
간을 주었고, 두 번째 집단은 rhGDF-5/b-TCP로 상악동 증강술을 실시
한 뒤 4개월의 치유 기간을 두었다. 세 번째 집단은 자가골과 b-TCP를
혼합하여 상악동 증강술을 실시한 뒤 4개월의 치유 기간을 두었다. 각
집단에서 골 생검 시편을 채취한 뒤 새롭게 형성된 골 부위를 관찰하였
다. 골의 형성은 각 집단에서 유사하였으며 Koch 등은 rhGDF-5/b-TCP
를 쓰는 것이 자가골과 b-TCP를 혼합하여 쓰는 것만큼 효과적이고 안
전한 방법이라 결론내렸다.
Stavropoulos51) 등은 앞서 발표된 Koch50) 등의 실험에서 관찰된 조직
학적인 특징을 정리하여 발표하였다. 그리고 관찰 결과를 바탕으로
rhGDF-5/b-TCP를 쓰는 것이 자가골과 b-TCP를 혼합하여 쓰는 것과
유사한 질과 양의 골을 얻을 수 있다고 결론 내렸다. 새로 형성된 골은
대부분 가늘고 얇은 골소주를 포함하는 무층골(woven bone)이었고 이식
된 자가골은 거의 남아있지 않았다. 한 편 남아있는 b-TCP의 양은 매우
다양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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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iplett52) 등은 recombinant human morphogenetic protein-2
(rhBMP-2)이 포함된 absorbable collagen sponge(ACS)를 1.5mg/ml 사
용하는 경우와 자가골을 사용하는 경우를 비교하였다. 160명의 환자를
대상으로 진행하였고 골 생검 시편은 술 후 6개월, 임플란트 수복 후 6
개월에 시행하였다. 술 후 6개월째 골밀도를 측정한 결과 자가골을 사용
한 쪽이 통계학적으로 유의미하게 높은 밀도를 보였다. 그러나 임플란트
를 보철 수복하여 기능력을 가한 지 6개월째 다시 한 번 골밀도를 측정
한 결과 rhBMP-2/ACS 집단의 밀도가 통계학적으로 유의미하게 높았
다. rhBMP-2/ACS 집단에서는 술 후 6개월과 보철 치료 후 6개월 사이
의 값에서도 통계학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
술 후 6개월째 자가골을 사용한 집단에서 골밀도가 높게 나타난 것은
자가골은 무기물을 포함하는 반면, rhBMP-2/ACS은 무기물을 유도해야
하기 때문인 것으로 설명가능하다. 그러나 기능력을 가한 후에는
rhBMP-2가 유도한 골이 더 잘 기능하는 것이 조직학적인 분석 결과 밝
혀졌다.
Kao53) 등은 상악동 증강술 시에 ecombinant human bone
morphogenetic protein 2/acellular collagen sponge (rhBMP-2/ACS)를
Bio-Oss와 함께 쓰는 경우와 Bio-Oss를 단독으로 쓰는 경우의 골 형성
을 비교하였다. 6-9개월 뒤 조직시편을 관찰한 결과 새로운 골 형성은
rhBMP-2/ACS를 Bio-Oss와 함께 쓴 경우가 Bio-Oss를 단독으로 쓴 경
우 보다 적었고 이는 Bio-Oss에 rhBMP-2/ACS를 첨가하는 것이 골 형
성에 부정적인 효과를 가짐을 시사한다고 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Triplett52) 등의 연구는 물론 Torrecillas-Martinez L5) 등이 발표한 리뷰
논문과 반대되는 것이다. rhBMP-2를 첨가하였을 때 골형성이 저해된
이유는 BMP-2가 파골세포의 분화를 강화하는 것과 관련 있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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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ensen54) 등은 파골세포가 BMP-2수용체를 발현하는 것을 발견했다. 또
다른 연구에서, Tachi55) 등은 BMP-2가 존재할 때 파골세포 형성이 최
대가 됨을 발견했고, BMP-2가 receptor activator of nuclear factor
kappa-B ligand (RANKL)을 상향 조절함으로써 파골세포 형성을 강화
한다고 결론 내렸다.
Torrecillas-Martinez L5) 등은 상악동 증강술 시 rhBMP-2를 이식재료
사용하였을 때의 결과를 요약하는 리뷰를 발표했다. 1996년부터 2012년
8월까지 논문을 대상으로 비교하였고 인간을 대상으로 한 연구는 3편,
동물 실험은 4편이 선택되었다. 인간에서 rhBMP-2는 자가골을 이식했
을 때와 비슷한 양과 질의 골을 유도했다. 새로 형성된 골은 본래 골과
차이가 없었다. 동물 실험 역시 새로 형성된 골이 성숙된 구조를 가지고
있음을 보고하였다.
위와 같은 실험의 결과는 rhBMP-2이 자가골과 같은 골유도능 및 골
형성능을 가지고 있음을 증명하는 것이며 상악동 증강술에 있어서
rhBMP-2가 자가골의 대체제가 될 수 있음을 알려준다. 그러나 Bio-Oss
에 첨가하여 사용하면 오히려 Bio-Oss를 단독 사용할 때보다 골형성량
이 줄어드는 사실이 보고 된 바 있으므로 적절한 농도에 대한 연구가 더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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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mple
size

Protein

Healing
period(M)

clinical
trial No.
Sinuses rhBMP
-2/ACS 6 to 9
=20

study
design

Graft
Material

Resul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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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io-Oss New bone(%) 16.04±7.45 (test); 24.85±5.82(P:(ctr)
.0014*)
Residual Bio-Oss(%) 15.70±4.97(test); 39.70±7.27(ctr)
(P: .0001*)
Bone marrow(%) 68.26±7.47 (test); 35.45±4.91
(ctr)
(P: .0001*)
Koch
3
rhGDF-5
et(2010)
al. 50) clinical
trial No.
Sinuses rhGDF
-5
+b-TCP New bone (%)31.4 Remaining b-TCP (%) 12.6
&
= 30
4
rhGDF-5
28
6.6
Stavropo
+b-TCP
ulos
et(2011)
al. 51)
4
AB+
31.8
16.5
b-TCP
(1 : 1)
Triplett
rhBMP 6,
rhBMPBD(mg/cm3)
at(ctr)
6 months
postoperatively
Patients -2/ACS
et(2009)
al. 52) clinical
trial No.
2/ACS
200
(test);
283
(
P〈 .0001*)
6M
(test) BD(mg/cm3) at 6 months after functional loading
=160
after
functional
loading AB (ctr) 358 (test); 298 (ctr) (P〈 .0001*)
rhGDF-5,
recombinant
human
growth
and differentiation
factor-5
rhBMP-2,
recombinant
human
bone
morphogenetic
protein-2
ACS,
absorbable bone
collagen spone
AB,
autogenous
BD,
bone density
*Statistically
significant difference

Kao
et(2012)
al. 53)

Author

Table 8. Studies on maxillary sinus augmentation with Recombinant human proteins

Positiveat
(only
6M
after
functional
loading)

Positiveto
(equiv.
AB)

Negative

Effect of
rh Proein

4. Blood

Moon56) 등은 이식재를 쓰지 않고 상악동막 아래로 임플란트를 식립하
여 텐트처럼 모양을 만들고 그 공간을 정맥혈로 채웠을 때 골형성 양을
평가하고자 하였다. 14명의 환자를 대상으로 17개의 상악동 증강술을 시
행한 후 평균 6.8개월 뒤 방사선학적·조직학적 평가를 시행하였다. 조직
형태계측학적 분석 결과 골 형성은 평균 38.70%였다. 그리고 31개의 임
플란트 중 2개가 실패하여 임플란트 성공률은 93.5%였다. 모든 실패는
임플란트가 발치와 속에 식립되었을 때 나타났고 불량한 초기 고정과 관
련 있었다. 이러한 연구 결과는 이식재 대신 말단의 정맥혈을 주입하면
서 임플란트 식립하는 방법이 상악동 증강술의 안전한 대체 술식이 될
수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 25 -

5. Synthetic peptide의 응용

관련된 연구도 있었
다57,58). 이들 연구는 합성 이식재에 합성 세포 부착 단백질을 응용하였을
때 2개월 이내에 골형성의 대부분이 이루어진다고 보고하였다.
Butz57) 등은 PepGen P-15 Putty을 이용하여 전향적 실험을 시행하였
다. PepGen P-15 Putty은 소-유래 hydroxyapatite와 세포 이주를 담당
하는 제1형 콜라겐의 세포부착 도메인을 모방한 합성 단백질과 bovine
hydroxyapatite로 구성되어 있다. 연구를 위해, 24명의 환자를 무작위로
네 그룹으로 나누어 각 그룹별로 수술 후 2, 4, 6, 9개월째 골 생검 시편
을 채취하였다. 조직형태계측학적 분석 결과 골함량은 2개월 째
21.3%(±2.33), 4개월 째 21.9%(±8.9), 6개월 째 28.5%(±6.9), 9개월 째
29.8%(±11.8) 였다. 각 그룹 간 차이는 통계적 유의성이 없었다. 이는
PepGen을 이용하였을 때 치유 기간 2개월 째에도 임플란트 식립이 가능
함을 시사한다.
Emam58) 등도 비슷한 보고를 하였다. Emam 등은 합성 세포-부착 단
백질(P15)과 Anorganic bovine hydroxyapatite matrix(ABM)이 조합된
ABM/P-15 Putty를 사용하여 상악동 증강술을 시행했을 때 골형성 양
상을 보고자 하였다. 10명의 환자를 대상으로 상악동 증강술을 시행하였
고 8주 16주 째 골 생검 시편을 얻었다. bone mineral density (BMD),
percent bone volume (PBV), percent bone contact (PBC)를 측정한 결
과 8주차와 16주차 사이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없었다. 이는
상악동 증강술에서 합성 단백질을 응용하는 것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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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pGen P-15 Putty가 우수한 골전도능을 가지며 대부분의 골 형성이 8
주 이내에 이루어진다는 것을 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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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V. 고

찰

상악동 증강술에 사용되는 이식재는 공여종별에 따라 자가 이식재, 동
종이식재, 이종이식재, 합성이식재로 나눌 수 있다. 일반적으로 알려진
각 재료의 골 치유능력은 Table 9와 같다7). 표에 나타난 값을 단순히 비
교하면 자가골이 가장 우수한 재료로 여겨지고, 여전히 golden standard
로 생각되나, 공여부에서의 골 채취를 위한 수술이 필요하여 부작용의
위험이 크고 채취할 수 있는 양에 한계가 있다는 단점이 있다59). 동종이
식재는 같은 종이나 유전적으로 동일하지 않은 공여체로부터 얻은 이식
재이며, 전염성 질환의 전이 등을 방지하기 위한 처리가 된 사체의 골에
서 채취된다. BMP를 함유하고 있기 때문에 골전도능과 골유도능을 가
지고 있다. 이종이식재는 소나 돼지와 같은 다른 종의 골에서 유기질을
완전히 제거하여 얻는다. 화학적 물리적 성질이 사람의 골과 유사하기
때문에 좋은 골전도능을 보인다. 합성이식재는 생체적합성을 가진 무기
질의 합성물이다. 그들은 골 조직이 재성장할 수 있는 비계를 제공한다
(골유도능). 합성이식재의 장점은 질병 전이의 위험이 없으며, 경제적이
고 다량의 사용이 가능하다는 점이다7).
앞 서 살펴본 실험과 마찬가지로 혈액만을 이용하여 상악동 증강술을
시행한 13개의 실험에서 1년 이상 추적한 결과 골 형성에 있어서 자가골
이식을 한 경우와 차이가 없었다. 이 술식은 자가골 채취를 필요로 하지
않으므로 환자의 부작용을 최소로 하고 비용 대비 효과적이며 시간을 절
약할 수 있는 술식이라 할 만하다. platelet rich fibrin, platelet ri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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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lasma, fibrin rich block, gel sponge, space maintaining device를 사용
한 실험은 다양한 골 형성 수준을 보고하였다.
하지만 이식재를 사용하지 않고 상악동막을 거상시키는 술식은 쉽지
않은 술식으로 골이식재를 사용하는 일반적인 술식에 적응한 후에야 안
전하게 사용 가능하다60,61). 상악동은 종종 골 격벽으로 나뉘어져 있다.
이것은 컴퓨터단층촬영 영상을 이용해 수술 계획을 세울 때 반드시 고려
되어야 한다62).
상악동막의 천공은 가장 빈번하게 보고되는 합병증이다. 골 격벽이 존
재하거나 찢어지기 쉬운 점막을 가진 경우 발생하기 쉽다. 상악동막의
천공은 임플란트의 성공률의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된다. 골에 형성한
입구를 통해 찢어진 골막을 봉합하는 것이 추천되어 왔으나 아직 무작위
의 조작된 연구(RCT)로 연구된 바는 없다63,64).
Table

9. Classification of Graft Materials

Grafts
Origin
Autologous Human
donor=receiver

Osteoconductivity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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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steoinductivity
+

Osteogenesis
*

V. 결 론

최근 5년간 (2009년 2월부터 2014년 1월까지) 발표된 문헌을 기준으로
상악동 증강술에 사용되는 서로 다른 골 이식재를 비교한 결과, 임플란
트 성공률은 이식재 간 유의미한 차이가 없었다. 그러나 골의 질과 양을
평가하는 조직형태계측학적 분석을 실시한 연구에서는 이식 재료 간 통
계학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는 항목이 있었다. 상악동 증강술 후 5
개월 내 골 형성량은 자가골이나 동종골이 합성골이나 이종골 보다 우수
하였고, 자가골과 이종골을 혼합하여 사용하는 경우에는 자가골의 비율
이 더 높은 집단에서 6개월 째 골 패턴이 더 우수하였다. 두 종류의 합
성골을 비교한 실험에서는 BHA가 b-TCP보다 골 전도능이 더 좋다 하
였다. 몇 편의 연구에서 BCP는 흡수되는 반면 이종골은 다량이 잔존하
고 있음을 보고하였다. 그러나 3년 뒤에 골 생검 시편을 채취하여 평가
한 연구에서는 BCP와 DBB 사이에서 조직형태계측학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없었다. 한 편, 이종골의 흡수 여부에 대해서는 상반된 결과가 보
고되었다.
조직 공학을 응용한 방법을 평가하는 연구도 다량 포함되었다. 각 방
법은 다양한 기원의 줄기세포나 조골세포, 혈소판 풍부 플라즈마나 피브
린, 재조합 단백질, 혈액, 합성 펩티드를 응용하는 방법 등이었다. 대부분
의 연구는 각 방법들이 우수한 결과를 보인다고 하였으며, 이러한 방법
들이 술 후 치유기간을 줄일 수 있고, 자가골을 대체하는데 활용될 수
있다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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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Objective
The

aim

of

this

review

was

to

summarize

the

recent

research

findings in areas where a number of graft materials were used for
sinus augmentation.

2. Materials and Methods
The articles were published in

E

nglish from February 2009 to August

k

2014. PubMed were searched for relevant articles ( ew words: bone
graft materials, maxillary sinus).

O

k

ther sources were ta en from the

related citation of the selected studies. Randomized clinical trials or
human clinical trials were included.

3. Result
All these selected studies indicated that the choice of biomaterial did
not influence implant survival rates. All materials are suitable for
maxillary sinus augmentation.
However,

in

several

studies,

histomorphometric

analyses

significant differences between the materials statistically.

O

showed

ne study

indicated that autologous bone provided the highest rate of de novo
bone

formation

at

5

composite

graft

autologous

bone(AB),

months

consisting
higher

after
of

grafting.
anorganic

number

of

In

an

article

bovine

osteoid

lines

using

a

+

bone(ABB)
and

higher

cellularity were observed in specimens from higher AB-ABB ratio.
Although two articles demonstrated a biphasic calcium phophate(BCP)
was resorpted, but xenografts rested with time, one study showed
there were no significant differences between the two materials at 3
years after grafting.
A number of studies demonstrated the potential for cell-based
approaches in sinus augmentation. These approaches are accepta ble
substitute to the autogenous bone, and they may shorten the period
of implant treatment and reduce the patient’s burd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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