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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치아에 지속적인 힘을 주면 움직인다는 것은 모든

교정적치료의기본이며이러한과정은치주인대와치

조골의 개조에 의하여 일어난다. 어떻게 기계적 자극

들이 생물학적인 반응으로 전환되는지에 대해 거의 1

세기동안연구되어왔지만정확한기전을밝혀내지못

하고 있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수많은 세포성, 대사

성 매개체들이 밝혀졌으며치아이동에 대한 약리학적

조절의가능성이밝혀지고있다.

치주조직이정상이아닌경우치아를움직일때, 특

히 생역학(biomechanics)에 대한 이해가 성공적인

치료계획을세우는데필요하며지지조직에대한의원

성손상을최소화하기위해필요하다.

일반적으로 교정치료의 목적은 부정교합을 치료하

여 치아 및 악골의 기능성과 심미성을 높여주고 치료

후 주변근육인 악골, 악관절에 조화를 이루어 안정된

상태를 유지시키는데 있다. 교정치료를 통하여 심미

적, 기능적 개선을 얻을 수 있으나, 원하지 않는

dentition과 supporting structure에 대한 부작

용이나타날수있는데이러한부작용중환자와의사

가 공동으로 해결해 나가야 할 과제중의 하나가 치주

조직에관한것이다. 

부정교합이 있지만 치주조직에 문제가 없던 환자들

이교정치료를하면서치주조직의염증과치조골의파

괴가 나타난다면교정치료가 과연필요한가라는의문

이제기된적이있었다. 

그러나 현재의 견해는 교정치료로 나타나는 치주조

직의파괴는비가역적이며염증이있다해도그자체가

치은염을 야기하지 않으며 치주염의 진행, 재발에 관

여하는 것은 치은낭내의 세균성치태로 알려져 있다.

일시적으로 치주적인 문제가 야기 될 수는 있지만 부

정교합을 해결하면서 얻을 수 있는 장점은 정상적인

교합으로인한기능의회복과자정작용이가능하고구

강위생관리가 쉬워지며 골조직 파괴의 개선 및 보철

치료가가능해져결국치아와치주조직의안정을얻을

수 있다. 치주염위험군에 속하는 흡연자, 당뇨환자,

골다공증환자, 구강위생을 게을리하는 환자, 이전에

치주질환을 가지는 환자, 노인환자 등을 교정치료시

에는더욱주의가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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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한 치주조직을 고려하는 교정치료

임상에서 교정치료를 위해서 구강내에 브라켓과 밴

드, 호선등여러장치가사용되면서구강내의치은비

대, 부종, 출혈 그리고 심한 경우 통증까지도 야기 하

며 이로 인해 치주조직의 파괴가 야기 된다(그림 1,

2). 교정치료 전 염증을 제거하여도 교정장치를 장착

한 후 1달 내지 2달 이내에 다시 치태가 침착하고 염

증이생길수있으며중증도의치은염이발생한다. 이

러한상태는교정치료가진행되면서더증가하며협설

면보다는치간부에서, 전치부보다는구치부에서더욱

이환되기가 쉽다. 그러나 치료 중 적절한 교정치료의

술식과 위생관리가된다면 치은염은 교정장치를제거

하면대부분사라지는경우가많다.

교정장치의 단순화

교정치료시 구치부에 band를 사용하게 되는데 구

외장치를 사용하거나 고정원을 위해 사용하는 경우

를 제외하고는 가능하면 브라켓을 사용하는 것이 좋

다. band를해야하는경우라면치아에가장잘맞는

band를 선택하고 치은연하로 과도하게 삽입되지 않

도록 하여 직접 fiber attachment를 자르지 않도

록 조심해야 한다. band 내면에 cement가 완전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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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구강위생관리가 안 된 교정환자의 구강상태

그림 2. 교정치료 후 치은퇴축이 생긴 경우



차지 못한경우 세균의 병소가 되므로 꼭 맞는 band

의 사용과 정확한 cementation이 필요하다. 과다

한 cement가 잔존한다면 농양을 형성하는 경우가

자주 있으므로 cement의 과소, 과다를 모두 주의해

야한다.

치주관리면에서 본다면 DBS는 가능한 작은 base

를 가지는 것이 좋으며 resin을 사용하여 bracket,

button 등을 부착시에도 세심한 주의가 필요하다.

resin의 filler는 fine한것을사용하는것이바람직

하며 과다한 resin은 반드시 제거하여 치은에 대한

직접적자극이나치태침착을최소화시켜야한다. 

치아이동

Intrusion은supragingival plaque이subgingival

plaque로 바뀔 수 있는 치주에 가장 해로운 치아 이

동이므로치료전과 치료중에세심한 치태조절이필요

하다. 먼저scaling과구강위생관리를시행한후다음

내원시 평가해보아 pocket이 3~4㎜으로 감소하지

않으면교정치료전에flap operation을시행한다.

논란의 여지는 있지만 임상적으로 치아가 순측으로

이동시에는치은퇴축이일어날수있는가능성이있으

므로전치의flaring이필요한비발치치료나골격성

제Ⅲ급부정교합의경우에서와같이술전교정치료로

서 하 악 전 치 를 순 측 이 동 하 여 dental

compensation을시도해야하는경우에치은퇴축을

주의해야한다. 

장 치

장착하는 wire는 가능하면 loop가 없거나 단순한

형태의loop가되도록디자인하여구강위생관리가잘

되도록 해야한다. lingual bonded retainer 장착

시 DBS resin이 과다하지 않게 주의해야 하며 필요

한 위생관리가 가능하도록디자인하여 사용하는것이

바람직하다. 

교정치료후에는다시치주전문의에게의뢰하여부

가적인 pocket 제거치료나 교정치료 전 미루었던

osseous surgery를시행할수있도록하여야한다.

구강위생관리가 안 되는 환자는 가능하면 구강위생

관리가될때까지고정성장치장착을미루는것이바

람직하다. 환자의특수한사정으로구강위생관리가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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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 심한 치주 질환을 가진 성인교정환자 구내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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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다면가철성장치등으로치료가가능한범위에서치

료하고보철치료등으로보완하는편이나을것이다.

치주질환을 가진 성인 환자의 치료

요사이 교정환자 중 성인이 차지하는 비중이 높아

가고 있다. 성인환자는 치주질환을 가지고 있는 경우

가대부분이며다양한부정교합과치조골의흡수로인

해치아의bone support가감소되며수직고경등의

변화가 나타난다. 이런 환자의 특징은 오래되고 탈락

된 보철물을 가지고 있고 상실된 치아로 인해 공간을

가지고있으며치아는마모되고파괴된골조직으로치

아는치아간섭과 동요도를나타내며 상악은순측으로

하악은 경우에 따라 겹치는 방향으로 이동하게 된다

(그림 3, 4). 성인환자의 경우 심미성뿐 아니라 기능

의 회복이 요구되며 교정치료 전 치주에 대한 철저한

검사를 시행하고교정전에 치주치료를 시행하여야한

다. 성인 환자는 치주조직 지지와 치조골에서의 노화

의 효과로 인해 교정력에 대한 초기 반응이 지연되는

데, 이는 선조세포(progenitor cell)가 불충분하면

혈류가감소되는것으로설명될수있다. 성인에서치

아이동이 한 번 시작되면 청소년과 같은 치아 이동을

예상할 수 있으나 성인보다 어린이에서 치아이동이 2

배이상빠르고, 상악협측분절은성인에서하악구치

부 분절과 비교해 4배 정도 빠르게 움직인다고 보고

되고 있다. 적극적인 교정치료가 끝난 뒤, 연령이 증

가할수록 lag time(osteoid의 형성부터 골이 석회

화되는 기간) 때문에, 유지 기간은 성인이 될 때까지

지속되어야한다. 

성인의교정치료특히치주질환이있는경우는건강

한치주조직을갖는젊은환자의치료와는상당히다르

다. 성인환자는 연령이 증가할수록 대사성 골 질환의

유병율이증가하며이로인한치주질환이악화되는경

우가 있기 때문에 이런 경우 교정치료를 해야 한다면

치주질환이관리뿐아니라어떤치료를먼저해야하는

지의 치료 순서를 정하는 것이 필요하다. 적극적인 치

아의움직임은치주상태가안정되고하악의위치가확

립된후에야시행될수있다(표1). 빠르고점진적인치

조골 흡수가 계속 일어나고, 전신질환과 치주 상황이

조절될때까지교정치료는연기되어야한다.

안정된 하악위치

측두하악관절이나 근육의 증상이 없는 경우 하악의

위치와교합면이기울어진것은큰문제는아니다. 그

러나 증상이 있는 경우에는 하악의 위치가 증상을 완

화하는 방향으로 이동되어야 한다. 치료의 목표는 관

절과 근육에 의해 결정되는 하악의 위치와 교두감합

(intercuspation)에 의한 하악의 위치가 일치하는

것이다. 일단 하악 위치가 확립되고 나면 교합상에서

교두감합이 깊게 유지되도록 하여야 한다. 교합상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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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 심한 치주질환을 가진 성인교정환자 방사선사진

표 1. 성인 교정치료순서



부분들은치아움직임을위하여다듬어져야한다.

치아움직임의 제한

원하는 치아의 움직임을 삼차원상에서 얻기 위해서

는많은고려를해야한다. 수평적인면보다는과개교

합과같은수직적변이를고치는것이우선이다. 대부

분의성인의경우구치부의정출보다는전치부의압하

에 의한다. 측두하악관절과 이와 연관되어 있는 근육

이안모의수직적길이의증가로인해 향을받을가

능성이있다면구치부의정출이일어나지않도록많은

신경을써야한다. 큰수평피개와전치부의공간등의

시상면상의변이는압하와견인의역학을동시에또는

견인단독의역학을이용하여야한다. 더심한골격적

인변이는악교정수술을통한교정이필요하다. 

생역학

치조골의 지지와 저항중심의 위치 사이에는 직접적

인관계가있다. 치조골의지지가감소함에따라서저

항중심은 치근첨쪽으로 이동하게 된다(그림 5). 교정

치료동안힘의강도와힘적용의위치는이에따라적

절하게 적용되어야 한다. 이용되는 힘은 건강한 치주

조직의 지지를 받는 경우보다 적어야 하며 골 흡수를

위해쓸수있는근처의세포집단이적기때문에초기

부터 특별한 신경을 써야 한다. 저항중심(center of

resistant)이 치근으로 이동된 경우 M/F비 또한 정

상적인경우에비해변경되어야한다.

치근의위치를조절하기위해서는가해지는힘과모

멘트의 조절이 필요하며 이것은 치아의 이동 방법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M/F의 비를 정확히 유지하는

것이중요하다.

치주적인문제로상악전치부가기울어져있어서이

동해야하거나후방견인해야하는경우는가철성장치

의스프링을사용할수있다. 그러나힘이가해지는부

위와 저항중심(center of resistance) 사이의 거리

가클수록tipping이쉽게일어난다. tipping을가철

성 장치로 정확히 조절하기는 쉽지 않다. 치조골 상실

이 있는 경우 고정성 장치로 tipping을 최소로 하고

치체이동(bodily movement)을 시키기 위해서는 치

조골상실의양에따라M/F 비의조절이필요하다.

일반적으로 M/F비는 translation을 위해서는 골

상실1㎜당0.6∼0.7 정도로증가한다(그림6). 

이를 보상하기 위해서 다음과 같은 세 가지 방법이

사용될수있다.

(1) 모멘트를증가시켜M/F 비조정

(2) 모멘트는유지하고힘을줄여M/F 비조정

(3) 브라켓을가능한치근쪽으로부착

치조골상실이2㎜이하인경우치조골상실의비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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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 치조골의 흡수가 있는 경우 저항중심의 변화 그림 6. 치골 흡수가 있는 환자의 치체이동을 위한
M/F rati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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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직접적으로맞춰서브라켓의위치를변동시키는것

이가장좋다. 치조골상실이그이상인경우스프링의

힘을줄이는것이선호되는보상적인방법이다. 

치주질환이있는성인에게있어서원하는치아움직

임의방향과유형에맞춰서생역학계가선택되어야한

다. 가철성장치는치아위치를조절할수는있지만회

전적인 조절은 어려운 간헐적인 힘으로 단순히 경사

이동만조절할수있다. 게다가지속적인힘에비하여

간헐적인힘은치아이동에있어서덜효율적이며교합

간섭이있는경우더문제가생긴다. 이러한이유로고

정성장치가더선호된다. 

어떤 경우는 상악은 가철성 장치를, 하악은 분절성

고정성 장치를 이용하는 경우가 있다. 가철성 장치는

고정성장치에비하여더심미적이면서도구개면을다

덮는고정원으로이용할수있다. 게다가가철성장치

의 전치부 교합상은 치아 움직임 동안에 구치부의 이

개를통하여교합외상을방지할수있다.

고정원 단위의 설정

치아 이동이 시행되기 전에 존재하고 있는 교합과

잔존치아수를고려하여안정적인고정원을강화하고

설정하는것이중요하다. Leveling과함께시작하는

고정원은 성인 환자에게 똑같이 적용될 수 없다.

Leveling은 과도하고 정출적인 힘을 발생하며 정출

은 특히 바람직하지 않은데 수직적 조절을 어렵게 하

고교합장애를일으킨다. 게다가구외견인은큰힘이

치주적으로이환된 치아에 가해지기 때문에성인에게

는 사용하지 않는 편이 낫다. 이런 여러 가지 이유로

교정용 미니스크류는치주적으로이환된 환자에서 가

장좋은고정원으로사용할수있다. 

치료 진행의 관찰

치태조절과건강한치주상태가철저히유지되어야

한다. 우선안정성을확인하기위해고정원단위가검

사되어야 하고, 만약 고정원 상실이 있다면 고정원을

강화하고 더 이상의 고정원 상실을 방지하는 방법이

고안되어야 한다. 소수의 치아이동만 하는 경우 잔존

치열이기준이되어이동된양상을관찰할수있다.

치료 종료와 유지

치료 목표가 달성되면 보통 유지 기간이 필요하며

이미치료시작전에계획되어있어야한다. 성인에서

고정성보철장치의제작또는다른수복술식과같은

다른분야와의연계가종종필요하다.

교정장치를제거한후대부분의경우일정기간동안

보정이 필요하다. 특히 성인에서는 교정력에 반응하

는 치주조직의 적응이 성장기 환자보다 늦다는 것을

명심해야 하며, 또한 치주질환이 심했던 환자일수록

많은 회귀현상(relapse)을 보인다는 것을 이해하고

필요한 치아만 이동 될 수 있도록 세심한 치료계획을

세워야한다. 

교정환자의 구강위생관리

교정치료전치주에대한철저한검사를시행하고기

록을남겨두어야하며 필요한 경우교정전에치주치료

를시행하여야한다. 교정치료전염증상태에서교정력

을 가하게 되면 치주파괴가 가속화되며 높게 부착된

부착소대는치은퇴측 및 교정치료후 재발의요인이되

기도한다. 

교정치료시 다양한 정도의 치근흡수가 동반되며 치

조골의높이가감소되어결국치아의bone support

가감소되는경향이있다. 교정치료동안치아및치주

조직의건강을유지, 향상시키기위한여러방법이시

도되고 있으며 어떤 교정 장치를, 어떻게 사용하고,

어떤교정치료방법을언제쓸것인지와같은통합치

료계획과위생관리프로그램이필요하다(표2). 

가정에서의구강위생을잘유지하도록하는것은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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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중요하다. 세균성치태를제거할수있는모든가능

한 청결방법을 하도록 한다. 또다른 기본적인 방법은

정기적으로 환자와 부모를교육하고 동기를 부여하는

것이다. 이러한 모든 노력의 최우선 목적은 치아청결

이환자에게왜필요한지를알게하는것이다. 비록어

린이들이가능한 스스로 이를 닦도록교육되어져야하

지만 청결의 결과를 검사하고, 필요하다면 그 과정을

반복하는것은부모의책임이기때문이다. 

술자는 환자에게 구강위생관리의 필요성과 그 효과

적인 방법에 대하여 철저히 교육하고 환자는 그 지시

에따라야한다. 수동으로칫솔질을할경우구강청결

을 제대로 못하는 문제가 있고 시간이 많이 소요되기

도한다. 이런이유로고정성장치환자에게전동칫솔

을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 할 수 있다. 매일 시행하는

구강청결과정을 위해 대부분의 전동칫솔은 수동적인

칫솔질의 반복이며 보다 우수하지는 않다. 그러나 수

동 칫솔질의 사용을 철저히 사용하지 못하는 환자나

전동칫솔을선호하는환자에게는바람직하다.

치실은 인접면 우식증의 예방에 크게 도움이 되며

인접공간의 청결은 치주건강의 측면에서도 중요하다.

연구에의하면치은염은협측이나설측이아닌인접공

간에서 시작된다. 치실의 종류 중 waxed나

unwaxes 치실모두치태제거에거의차이가없는데

waxed floss가 가닥이 덜 흩어지고 치간유두의 손

상도덜주기때문에환자들이선호한다. 매우넓은치

실(extra-wide-tooth-cleaning floss)은 치태

제거가보다쉽다.

필요하면 chlorhexidine같은 chemotherapeutic

agent도 처방해주는 것이 좋다. 환자의 구강위생관

리가효율적으로시행되어염증이억제되고있는지파

악하기위해서는환자내원시마다probing을해보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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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 구강위생관리 프로그램

그림 7. 40세 성인 남자환자의 치료 전 구내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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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9. 치료 1개월

그림 10. 치료 12개월

그림 8. 치료 전 방사선사진



야한다. 이러한probing시marginal bleeding이

있으면 치음염이존재한다는 것을의미하므로 환자에

게 구강위생관리를 재교육해야 한다. 대개는 환자의

구강위생관리능력에어느정도한계가있으므로모든

환자를 정기적으로 3개월에 한 번씩 professional

cleaning 하는것이바람직하다.

치험 예 (그림7~13)

본 환자는 40대 성인 남자환자로 전치부의

spacing과 동요도를 주소로 내원하 다. 구강내 상

태는 구치부가 거의 없는 상태로 보철물이 있었으나

탈락한 상태 다. 방사선 사진 결과 상하악 전치부의

치조골이 치근단부위에만 있을 정도 고 하악구치부

의 치아도 거의 hopeless로 판정받은 상태 다. 모

든치아가동요도가심한상태 으나가능하면발치하

지않고치료받기를원하여우선치주치료를시행하고

구강위생관리의 중요성을강조하고잘 시행되는지 확

인한후교정치료하 다. 보철을위한교정치료를하

기위해전치부와소구치부위의공간을정리하 고교

정치료 20개월 후 보철치료를 시행하 다. 교정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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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1. 치료 20개월

그림 12. 치료 후 방사선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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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 11년이 지난 지금 약간의 치조골의 흡수는 있으나

기능하는데큰문제는없는상태이다. 

결 론

좋은 교정치료의 결과를 얻기위해서는 교정치료의

전, 중, 후의 치주관리가 중요하다. 좋은 구강 위생상

태와 치주상태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교정치료기간에

있어서 적절한 구강위생관리 프로그램이 필요하다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 또한, expansion, torque 등

의 교정력에 의해서 치주조직의 원하지 않는

thinning-out이일어난경우는교정치료후에물리

적 자극 (mechanical irritation), 치주염, 외상성

교합에 의해서 치은 퇴축이 야기될 수 있으므로 진단

과치료계획을세울때에는치료술식에대한고려가필

요하다. 특히 치주조직의 파괴가 동반된 성인의 경우

는 어떤 치료순서를 따라 치료를 할지에 대해 검토하

여야 한다. 교정치료시 사용하는 장치는 단순하고 구

강위생이어렵지않은장치가되도록해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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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과의사의 역할 분담이 심화되고 있는 현대 치과

학에있어서타과와의원활한협진을위해각분야의

치료특성, 치료철학, 치료의 목적 및 치료의 한계에

관해 서로 이해와 소통이 더욱 필요해지고 있다.

2008년 11월한, 일교정학회공동심포지엄에서협

진치료의 필요성에 관한 양국의 발표가 있었고 이를

정리하여소개하고자한다. 

1) 교합과 교정치료

2) 교정치과의사도 치과의사다

-교정치과의사도핸드피스엔진을잡아야한다

3) 결손치에 대한 다양한 치료법

4) 임프란트 협진 치료의 고려할 점

1. 교합과 교정치료1)

E.H.Angle이‘old glory’라고소개한오스트랄

리아의 원주민의 교합은 실제 어떤 evidence-

based 된 자료에 의해 소개된 것이 아니라 심미적

측면에서 소개되었다. 이처럼 치과의사들 조차도 교

합의 긴 성을 평가할 때 협측형태만을 보고 판단,

소개하는 경우가 많다. 특히 교정과의사는 기능적인

형태보다심미적인측면에서전치부노출도(incisor

showing), 치열의형태 (arch form) 및치아의배

열등을중심으로평가해온경향이있다. 교정치료에

있어서도 교합적 관점에서 특히 동적인 교합을 포함

한평가가중요하다고생각되어소개하려고한다. 

1) 긴 한 구치부교합

협측에서보아긴 한교합관계로보이는경우에도

협측오버젯 (buccal overjet) 의 양에 따라 교합의

긴 도가 틀리게 된다. Fig 1과 같이 협측오버젯이

충분치 못하는 경우에는 coronal plane 단면에서

확인해보면 비어있는 경우도 있다. 충분한 협측오버

젯을 확보함으로서(Fig 2) 비로소 coronal plane

단면에서보아도긴 한교합을형성할수있다. Fig

3에 보이는 것과 같이 45°하방에서 보았을 때 충분

한 협측 오버젯을 보인 제1소구치의 교합에서 더욱

보철및임프란트협진치료에있어서
교정과의사로서의역할의중요성

(Orthodontics, key element for esthetics & occlusion in interdisciplinary prosthetic / implant treatment)

SAI 치과의원

원장 백 철 호

K o r e a n  D e n t a l  A s s o c i a t i o n

임상가를 위한 특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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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 한 교합을 보임을 알수 있다. 또한 이렇게 하악

제1대구치의 협측중앙교두가 상악제1대구치의

central fossa에 빨려들어가듯 긴 하게 맞물리는

경우 (소위 sucked-in occlusion) Andrew의 6

keys of occlusion에서 보이는 교합보다는 약간

class II key 로맞물리는경우가많다.

또한 상악제1대구치와 하악제1대구치의 긴 한 교

합을위해서필요한A, B, C contact에대해소개하

고자 한다 (Courtesy of Dr. Masaaki Honda).

Fig 4 는 하악제1대구치의 협측중앙교두와 상악제1

대구치 central fossa와의 A contact의 closure

stopper와 equalizer point를 보여주고 있다.

Fig 5에서는상하악제1대구치의oblique ridge간

의 B contact을 Fig 6에서 상악제1대구치의 근심

설측교두와하악제1대구치의 central fossa간의 C

contact의 closure stopper와 equalizer를 보

여주고있다. 

Fig 1. 협측에서 보아 긴 하게 보이는 교합이라도
협측오버젯이 충분치 못할 경우 coronal plane
단면에서 보면 cusp와 fossa간에 충분히 교합
되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 (Courtesy of Orapix)

Fig 3. 협측오버젯이 충분한 경우 45°하방에서 본 하악제1대구
치의 중앙교두가 상악제1대구치의 central fossa와 긴
하게 교합되는 것을 볼 수 있다. 이 경우 Andrew의 6
key of occlusion에서 보여준 교합보다는 class II에 가깝
게 보이는 경우가 있다.

Fig 4. 상악제1대구치와 하악제1대구치의 긴 한 교
합을 위한 A, B, C contact 중 하악제1대구치의
협측중앙교두와 상악제1대구치 central fossa와
의 A contact의 closure stopper와 equalizer
point. (Courtesy of Dr. Masaaki Honda)

Fig 5. 상하악 제1대구치의 oblique ridge간의 B
contact

Fig 2. 협측오버젯이 충분할 경우 coronal plane 단면
상에서 좀 더 긴 한 교합을 보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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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견치 교합

Dynamic occlusion에서는 Group function

도 가능하나 견치유도 교합 (canine protected

occlusion) 을 최선의목표로하고있다. 왜견치유

도교합을목표로해야하나? Fig 7에보이듯이하악

이 측방운동을 시작하면서 견치의 설측면을 따라 즉

각적인 이개를 시작하여 (instant cuspid rise/

instant canine guidance) working side,

balancing side 모두 dynamic function시

traumatic occlusion이 일어나지 않도록 다른 치

아들을보호하는것이바람직하다. 반면 Fig 8에 보

이는 것처럼 견치에 open contact이 있으면 하악

의측방운동시즉각적인견치이개를유도하지못함

으로서working side, non-working side 모두

traumatic occlusion을유도할수있다. Fig 9는

전형적인견치 open contact의 교합에서하악이오

른쪽으로 측방이동을 시작할 때의 모습을 설측에서

simulation한것으로즉각적인견치유도가없어다

른치아들의traumatic occlusion이예측된다. 

그렇다면 상하악 견치는 어떤 상태가 되어야 바람

직한것일까? 하악견치의 tip 은상악견치의설측사

면을 lightly touch하여야 한다. 그렇다고 Fig 10

의 오른쪽 그림처럼 견치오버젯이 전혀 없는 상태가

되면 하악의 smooth한 chewing stroke이 불가

능하게 되어 chopping stroke만 가능케 되고

TMJ에도부담을주게된다. 또한상악견치의치근

Fig 6. 상악제1대구치의 근심설측교두와 하악제1대구
치의 central fossa간의 C contact의 closure
stopper와 equalizer.

Fig 8. 견치의 open contact는 하악의 측방운동시 즉각적
인 견치 이개를 유도하지 못 함으로서 working
side, non-working side 모두 traumatic occlusion을
유도할 수 있다.

Fig 9. 전형적인 견치의 open contact의 경우, 하악이 오
른쪽으로 측방이동을 시작할 때의 모습을 설측에
서 simulation한 것으로 즉각적인 견치유도가 없어
다른 치아들의 traumatic occlusion이 예측된다. 

Fig 7. 전형적인 견치유도 교합의 예. 적절한 견치유도에
의해 측방운동시 작업측과 비작업측 모두 잘 이개
되어 있음을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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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심하게 순측으로 돌출될 수 있다. 이러한 현상은

Fig 11에서 보이는 설측교정을 위한 set-up

model을 만들 때 심미적인 이유로 견치의 overjet

을 없앴을때나타날수있다. 따라서이상적인견치

교합은Fig 10의가운데그림처럼하악견치의 tip이

상악견치 설측사면에 살짝 닿으면서 적당한 견치오

버젯을보이는것이다.

3) 전치교합

Centric occlusion (CO) 상태에서 4전치의 교

합은 어떻게 되는 것이 바람직 할 것인가? 심스탁 1

장두께 (8 μ) 만큼떠있는것이추천된다. 만약 CO

상태에서 전치부가 occlude되면 그 힘으로 전치가

전방이동하여치아사이의공간이생기든지전치부의

mobility가 생겨난다. 이를 검사하기위한

Fremitus test를 소개한다. 술자의 집게손가락을

환자의 중절치에 살짝 대고 환자에게 가볍게 탁탁

CO상태로 물게한다. 이때 그 교합력이 손가락에 전

달되면 Fremitus test (+) 로 판단되고 이 경우

CO상태의 traumatic occlusion이있다고사료된

다. 가끔 교정치료 후에도 이런 전치부의

traumatic deep bite을 보이는 경우가 있는데

Fig 12처럼 vacuum formed clear retainer의

최후방구치를잘라주고보정장치로사용하게함으로

써구치의정출에의해개선할수있다

2. 교정치과의사도 치과의사다 - 교정치과
의사도 핸드피스 엔진을 잡아야 한다.

교정과의사에게도 교정장치를 bondin하기 전에

esthetic contouring을 한다던가 선천적인 결손

치의 공간을 교정치료로 폐쇄하 을 때 필요한

lateralization, cuspidization등 치아의 형태를

Fig 10. 왼쪽 그림; 전형적인 견치 open contact. 가운데 그
림; 정상적인 견치 교합. 하악견치의 tip이 상악견치
설측사면에 살짝 닿으면서 적당한 견치오버젯을 보
인다. 오른쪽 그림; 견치오버젯이 전혀 없는 상태가
되면 하악의 smooth한 chewing stroke이 불가능하게
되어 chopping stroke만 가능케 되고 TMJ에도 부담을
주게 된다. 또한 상악 견치의 치근이 심하게 순측으
로 돌출될 수 있다. 

Fig 12. 교정치료후 보정기간 중 전치부에 traumatic heavy
bite이 나타나는 경우, vacuum formed clear retainer의
최후방구치를 잘라주고 보정장치로 사용하게 함으로
써 구치의 정출효과에 의한 개선을 기대할 수 있다.

Fig 11. 설측교정을 위한 set-up model을 만들 때 심
미적인 이유로 견치의 overjet을 최소로 하
을 때 때때로 상악견치의 과도한 root labial
torque를 나타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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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꾸어야 하는 경우등 핸드피스 엔진을 잡아야 되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다. 성인교정에서 많이 시행되고

있는 interproximal stripping도 이런 보존과적

인핸드피스엔진의사용기술을필요로한다. Fig 13

은 stripping시 설측을더많이 stripping하지 않

으면설측코너가먼저닿아바깥쪽코너는벌어진것

처럼보일수있다. Fig 13의 오른쪽아래사진처럼

sandpaper를대고인접면과설측면의 line angle

을더많이 reduction해야한다. Stripping후에도

Fig 14처럼 진동이 적은 Friction Grip low

speed 엔진을 이용하여 green stone으로 코너를

부드럽게 한다. Fig 15에 보이는 bur는 Dr.

Zachrisson이 추천한 설측치경부 형태를 다듬기

위한 high speed bur (Komet 8833) 로 high

speed bur를 low speed로 사용할 수 있는

friction grip handpiece 엔진을사용함으로써더

욱안전하게다듬을수있다.

3. 결손치에 대한 다양한 치료법

교정과와 타 과와의 협진 치료 (multi-

disciplinary treatment) 는 대부분 결손치 문제

를 해결하려는 각 과 공동의 노력으로 표현될 수 있

다. 결손치문제를해결하는다양한방법을숙지함으

로써타과와의소통에도움이되리라는생각에소개

한다.

1) 결손치 공간의 폐쇄

교정치료를 통하여 결손치의 공간을 폐쇄할 수 있

다. 보철/임프란트를 할 필요가 없으나 치아의 형태

를 바꾸어 주어야 할 필요가 생기기도 한다. 견치를

측절치로사용할때 lateralization, 소구치를견치

Fig 13. 전치부 interproximal stripping시 고려해야 될 점.
설측 perimeter가 순측 perimeter보다작기 때문에
설측을 더 많이 stripping하지 않으면 설측코너가
먼져 닿아 바깥쪽 코너는 벌어진 것 처럼 보일
수 있다. 오른쪽 아래 사진처럼 sandpaper 사용
시 설측 코너를 더 많이 reduction해야 한다. 

Fig 14. Stripping후 나타날 수 있는 인접면과 설측면
의 경계부위는 진동이 적은 Friction Grip low
speed 엔진을 이용하여 green stone으로 코너
를 부드럽게 한다. 

Fig 15. Dr. Zachrisson이 추천한 설측치경부 형태를
다듬기 위한 전용 high speed bur (Komet
8833). High speed bur를 low speed로 사용할
수 있는 friction grip handpiece 엔진을 사용함
으로써 더욱 안전하게 다듬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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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사용할때사용하는 cuspidization이그대표적

인 술식이다. 구치부 결손도 miniscrew implant

를사용하면결손부후방의치아를전방이동할수있

다. Fig 16은 하악 소구치 결손을 해결하기 위하여

대구치들을 근심이동시킨 증례로 상악제2대구치가

non-bite 상태가 되기 쉬우니 하악 제3 대구치를

잘 맹출시켜 교합되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 구치부

결손의경우먼거리를전방이동해야하는경우가많

아 이동시킬 대구치의 bodily movement를 위해

lever arm을 치아의회전중심까지내려서같은높

이에 식립한 miniscrew에서 당기는 것이 바람직

하다.

2) 결손치 공간의 재배치

결손치의위치가견치부분인경우하악골의측방이

동시의견치유도를견디어내야하는부담이있다. 교

정치료를통하여결손부위의위치를변경할수있다.

또한 다수 결손 (multiple missing) 의 환자에 있

어서는경제적, 심미적부담을줄이기위하여결손부

위의치아수를최소한으로할수있다. 

3) 자가이식 (autotransplantation)

Fig 17의 환자는 4개의 소구치 결손의 증례로서

치근의발육이 1/2 ~ 3/4 진행되었을때2) 자가이식

을통하여보철치료없이교정치료만으로해결한예

를 보여주고 있다. 하악 좌측으로부터 아직 치근이

발육중인 소구치를 모든 소구치가 결손되어 있는 상

악 우측으로 자가 이식 한 후 치료가 끝난 상태를

Fig 17-b 에보여주고있다. 이환자는초진시입술

돌출도고치기원하여자연스럽게제1소구치발치증

례로마무리되었다.

Fig 16. lever arm을 구치의 회전중심까지 연장하여
bodily movement를 가까이까지 내려서 같은 높
이에 식립한 miniscrew에서 당기는 것이 바람직
하다.

Fig 17-a. 4개의 소구치 결손의 증례. 치근의 발육이
1/2 ~ 3/4 진행되었을 때 자가이식을 통하여
보철치료 없이 교정치료 만으로 해결하 다.

Fig 17-b. 교정치료 후 전형적인 제1 소구치 발치 증례
로 마무리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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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임프란트 협진 치료의 고려할 점

1) 측절치공간의 임프란트

가장 빈번하게 만나게 되는 측절치 결손을 해결하

기 위해 중요한 고려사항에 대해 열거해본다. 우선

줄어든 측절치 공간을 넓히는 치료를 자주하게 되는

데 이때 open coil을 남용하게 되는 경향이 있다.

확장해야 하는 공간 전후에 가장 치근흡수가 일어나

기 쉬운 중절치가 있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된다.

Open coil은 힘의전달이확장해야하는공간의인

접치아로만집중되는폐단이있다. 이를보완하기위

해 확장 U loop technique을 소개한다. 018 SS

로최후방구치직전에U loop를 activation전에는

전치부분에서 1~2mm 크게 되도록 제작한다(Fig

18-a). 넓혀야 되는 측절치 결손 공간을 중심으로

나누어 continuous ligation함으로써 U loop 부

분이적당히activation되고측절치결손공간을넓

힐 수 있다 (Fig 18-b). 결손부위에 인접한 치아에

만 힘이 가해지는 open coil과 달리 U loop 의

activation을통해구치부가 distalization시키는

방향으로 힘이 작용하여 전치부에 주는 부담을 줄일

수있다.

2) 하악전치 결손 증례에서의 임프란트와 자연
치의 alternative sequence

하악전치가2개선천적인결손이있을때임프란트

와 임프란트가 연속적으로 배열되는 것 보다 자연치

와 임프란트가 alternative하게 배열되는 것이

bone level의면에서도 soft tissue contour면에

서도모두유리하다3) (Fig 19). Fig 20은 위에서부

터 차례대로 initial, provisional crown, final

crown의보철물을보여주고있다. 최종보철물의형

태는비교적만족스러우나 (white esthetics) 보철

물주위의치주의형태 (pink esthetics) 는심미적

으로 다소 부족한 상태를 보여주고 있다.

Provisional crown을이용하여좀더세심한치주

형태의형성 (soft tissue sculpturing) 이아쉬운

증례이다.

3) Implant combined 증 례 에 서
anchorage로 dental implant를 사
용할 것인가 miniscrew implant4)를 사
용할 것인가?

Smalley등5,6)은 implant combined 증례에서

Fig 18-a. 018 SS 로 최후방구치 직전에 U loop를 만
든다. Activation전에는 전치부분에서 wire가
slot에서 1~2 mm 뜨도록 제작한다. 

Fig 18-b. 넓혀야 되는 측절치 결손 공간을 중심으로
나누어 continuous ligation함으로써 U loop
부분이 적당히 activation되고 측절치 결손
공간을 넓힐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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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ntal implant를교정치료가끝났을때를예상하

여 제작한 set-up model상에서 결정한 위치에

dental implant를 식립하고 이 dental implant

를 anchor로 치열을 움직이고 교정치료가 끝난 후

이 dental implant를이용하여최종보철물을만드

는 방법에 대해 발표하 다. Miniscrew implant

가발전된현대에있어서부분무치악환자의교정치

료에서 absolute anchorage가 필요한 경우

dental implant를 사 용 할 지 miniscrew

implant를 사용할지를 술자는 결정하여야 한다.

Fig 21에 보이는 증례는 약간의 crowding을 보이

는증례로환자는전치부의후방이동을원하 다. 먼

저 치열전체가 후방 이동할 것을 예상하여 제작한

set-up model상에서 결정된 위치에 dental

implant를식립하고 osseointegration을기다렸

다가그dental implant를 anchor로전체치열을

후방이동하고교정치료후그 dental implant위에

최종 보철물을 만드는 Smalley등5,6)의 방법을 생각

할 수도 있다. 하지만 dental implant를 식립하고

osseointegration을 기다려야 하는 시간적 제약,

risk 의 최소화, 편이성 등을 이유로 필자는

miniscrew implant를 anchorage로 사용하는

것을 선호하고 있다. 이와 같은 개념으로 치료를 한

예를 소개하면 Fig 21에 보이는 증례로 전체치열을

후방이동할 때 필요한 anchorage는 miniscrew

implant로 얻고 차후 치료가 마무리되어 갈 때에

dental implant를식립하여치료를마무리하 다.

Fig 19. 하악전치가 2개 선천적인 결손이 있을 때 임
프란트와 임프란트가 연속적으로 배열되는
것 보다 자연치와 임프란트가 alternative하게
배열되는 것이 bone level면에서도 soft tissue
contour면에서도 모두 유리하다.

Fig 20. 위에서부터 차례대로 initial, provisional crown,
final crown의 보철물을 보여주고 있다. 

Fig 21. 보이는 증례는 약간의 crowding을 보이는 증
례로 환자는 전치부의 후방이동을 원하 다.
Miniscrew implant로 전체치열을 후방이동 후
dental implant를 식립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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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 론

교정치료와악교정수술의목적은치아와골격복합

체 (dento-skeletal complex)의 정상적인 기능

과 연조직의 심미성을 획득하는 것이다. 2002년 서

울대학교병원 교정과의 내원통계 현황을 보면 25세

이상의 성인환자와 악교정수술 환자의 비율이 증가

추세에있다1).

의사들은객관적인수치와형태학적인고려에바탕

을 두고 진단과 치료 결정을 해오고 있으나2-4), 환자

들은 외모 개선에 대한 기대감이나 self-image 등

주관적인 요소에 따라 치료 여부를 결정하고 치료결

과를판단한다5-7). 

현재 교정치료와 악교정수술의 패러다임은 미소

(smile) 와 연조직의 심미성을 중요시 하는 쪽으로

변화하고 있으며8-13), 의사는 예전보다 더 미소

(smile) 와 심미성에 관심이 많고 까다로운 성인 환

자를치료해야하는입장에놓여있다14).

따라서 본 원고의 목적은‘미소와 얼굴의 심미성

(smile and facial aesthetics)’의 주요 구성요

소와 안면성형수술이 진단 및 치료계획에 미치는

향을알아보고자한다.

II. 아름다운 미소의 설계자(Smile
Desinger)로서의 역할

미소 (Smile)는 posed smile 과 spontaneous

smile로 나눌 수 있으나 재현성을 가지는 posed

smile에 관한 연구가 상대적으로 많이 진행되어 왔

다15-20). 그리고 사진을 이용한 정적인 분석과 함께

video 를 이용한 동적인 분석을 동시에 시행하는 것

이좋다21-23). 

심미적인미소(Smile)는여러가지요소로구성되

어있으며, 진단과치료시교정치료단독으로치료가

가능한지, 치주, 보철, 보존치료가 병행되어야 하는

지, 악교정수술이 동반되어야 하는지를 판단하여야

한다 (그림1)2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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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ole of Orthodontists and Surgeons as ‘Smile and Facial Aesthetic Designer’)

서울대학교 치의학대학원 치과교정학교실, 구강악안면외과학교실

부교수 백 승 학,  부교수 최 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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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I. 아름다운 얼굴의 설계자(Facial
Aesthetic Desinger)로서의
역할

이것을 이루기 위해서는 심미수술기법 (‘Aesthetic

Adjunctive Surgery’)에 대한 기본적인 지식이

필요하다. 

1. 비성형술 (Rhinoplasty)

증강 비성형술(Augmentation rhinoplasty)

은 비강내 접근(endonasal approach)을 통해 콧

등(nasal dorsum)을 높일수있다(그림2).

코 연골은 받쳐주는 구조가 없으므로 콧등과는 별

개로 수술을 하여 길이나 돌출도를 증가시키거나 전

상방회전(lengthening, projection, cephalic

rotation)을시킬수있다(그림3).

비익기저 절제(Alar base resection)를 시행하

여비익기저폭경(alar base width)과비공의크기

(nostril size), 비첨의 돌출도(tip projection)를

감소시킬수있다(그림4).

안장코(saddle nose)는 늑연골(costal cartilage)

이식으로, 짧은코(short nose)는비중격에덧댄확

장중격이식과 모자이식 (extended septal graft

/ cap graft) 으로교정할수있다(그림5).

악교정수술시 상악골의 과도한 반시계 방향 회전

및 전방이동은 비첨의 전상방 회전에 의하여 코의 심

미적문제를불러일으킨다(그림6). 

■
미소와

얼굴의
미적

설계자：교정과의사와
구강악안면외과의사의

역할

그림 1. 심미적인 미소(Smile)의 8가지의 구성요소. Incisor & gingival display; Upper lip curvature(Smile type); Smile
symmetry; Smile arc; Buccal corridor; Occlusal frontal plane; Dental components; Gingival components 

그림 2. A. 증강 비성형술에 사용되는 silicone (좌측), 귀연골 (중앙), 늑연골 (우측). B. 증강 비성형술 치료 전과 후의 45도 측모 비교

A
B



상악골 전방분절골 절단술(ASO)이나 상악골 후퇴

술(maxillary setback)에 의하여 코의 후하방 이

동이 발생되므로, 비주의지지(Columella support)

와비첨의돌출도증가(nasal tip projection) 를위

하여filler를사용할수도있다(그림7).

2. 비익 봉합술(alar cinching suture)

구강내절개를 통하여 안면근육의 연결이 끊어지면

코가외측상방으로당겨지게되어비익기저부 (alar

base)의 넓어짐(widening)이 발생된다. 따라서 르

포 I 형 골절단술(Le Fort I osteotomy) 시에 비

익 봉합술(alar cinching suture)이 필요할 수 있

다(그림8). 

3. 이부성형술 (Genioplasty)

Ⅲ급 부정교합에서 상악의 문제가 크지 않을 경우

하악골 단독 후방이동을 시행하게 된다. 이 경우 전

대한치과의사협회지 제47권 제9호 2009578

임상가를 위한 특집

K o r e a n  D e n t a l  A s s o c i a t i o n

그림 3. A. cap graft를 이용한 비첨(코끝)성형술의 예. 
B. 비첨의 전상방 회전을 통한 비첨저하의 교정의 예

그림 7. A. 상악골 전방분절골 절단술(ASO)이나 상악골 후퇴
술(maxillary setback)에 의한 코의 후하방 이동이 발생
된 예. B. 비주의 지지(Columella support)와 비첨의 돌
출도 증가(nasal tip projection)를 위한 filler(Artecoll )
injection 예.

그림 4. 비익기저 절제 (Alar base resection) 시술의 예

그림 5. Binder syndrome 환자의 비성형술의 예 그림 6. 악교정수술시 상악골의 과도한 반시계 방향 회전 및
전방이동에 의하여 코의 심미적 문제가 발생한 예

A B

A 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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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부 개방교합(open bite)이 있는 환자들은 수술시

전치부 교합이 깊게 물리도록 wafer를 제작하면 하

악 교합평면(occlusal plane)이 반시계방향 회전

(counterclockwise rotation) 하게 된다. 이때

턱(chin) 부위의 돌출도가 증가하고 labiomental

fold가깊어지게된다(그림9).

따라서 이부 후퇴 성형술(setback genioplasty)

을 함께 시행하면 만족스러운 측모(profile)를 얻을

수있다(그림10).

이부후퇴성형술을시행할경우이부(Symphysis)

의 과도한 후방이동이나 부주의한 골절단선의 설계

시에는 정면에서 보았을 때 다소 이부가 넓적해 보일

수있다(그림11).

이부 전진 성형술(Advancement genioplasty)

는 턱(chin)의 전방이동과 더불어 하순(lower lip)

의상방이동이발생한다(그림 12-A). 그러나하악골

전방골분절 절단술(ASO)는 하순(lower lip) 의 후

상방이동이발생한다(그림12-B). 

술전에는턱의수직길이(chin height)가과도해 보

여 이부 수직고경 단축 성형술(vertical reduction

genioplasty)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되었으나 하악

골 후퇴술(Mandibular setback)에 의하여 상순

■
미소와

얼굴의
미적

설계자：교정과의사와
구강악안면외과의사의

역할

그림 9. 전치부 개방교합을 동반한 III급 부정교합에서 하악골
단독 후방이동을 시행한 예.

그림 10. 전치부 개방교합을 동반한 Ⅲ급 부정교합에서 하악
골 단독 후방이동과 이부 후퇴 성형술을 시행한 예.

그림 11. 과도한 이부 후퇴 성형술을 시행하여 정면에서
보았을 때 이부가 넓어진 예.

그림 8. A. 안면근육의 견인방향. B. 르포 I 형골절단술 (Le Fort I osteotomy) 시에 비익기저(alar base)의 넓어짐
(widening) 을 방지하기 위하여 비익 봉합술 (alar cinching) 을 시행한 예. 

A

B



이 하방으로 이동하면서 상하순의 수직 비율이 정상

적으로 개선되었고 하악의 후상방 이동으로 인하여

정상적인고경이회복되었다(그림13). 따라서이부수

직 고 경 단 축 성 형 술 (vertical reduction

genioplasty)설정시에는주의가필요하다.

4. 심미적 입술성형술
(Aesthetic lip surgery)

상하순(Upper and lower lip)이두꺼운경우그

크기를줄일수있다 (그림14). 

5. 교근 비대
(Masseteric muscle hypertrophy)

고주파(그림 15)나 Botulinum toxin A(그림

16)를 사용하여 교근의 비대(masseter m.

hypertrophy)를해소할수있으며, 이때근육의두

대한치과의사협회지 제47권 제9호 2009580

임상가를 위한 특집

K o r e a n  D e n t a l  A s s o c i a t i o n

그림 12. A. 이부 전진 성형술에 따른 하순의 변화. B. 하악골 전방골분절 절단술에 따른 하순의 변화

A B

그림 14. 심미적 입술성형술 (Aesthetic lip surgery)후 입술 두께의 변화

그림 13. 하악골 후퇴술 (Mandibular setback) 후
상순이 하방으로 이동하면서 상하순의
수직 비율이 정상적으로 개선된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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께가감소한것을볼수있다. 

그리고 악교정수술 후에 잔존한 하악각(gonial

angle) 부위 연조직의 비대칭도 해소할 수도 있다

(그림17).

6. 주름제거치료 (Anti-wrinkle treatment)

Botulinum toxin A 이나 filler를 사용하여 주

름 (Wrinkle) 을제거할수있다(그림18). 

■
미소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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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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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5. 고주파의 작용지침을 보여주는 모식도 (A) 와 교근 비대 치료의 예 (B).

그림 17. 악교정수술 후에 잔존한 하악각 (gonial angle) 부위 연조직의 비대칭을 Botulinum toxin A 로 치
료한 예.

그림 16. Botulinum toxin A 주사 전후의 CT 와 교근 비대 치료의 예.

A B

A B



7. 흡수성 플레이트를 이용한 연조직에 의한 안
면 비대칭 (Soft tissue asymmetry)
의 치료

악교정수술(orthognathic surgery)후에도 lip

canting이나 jowl 등의 연조직 비대칭(soft

tissue asymmetry) 이남아있을수있다(그림19).

이를 해소하기 위한 2차수술이 필요하다. 따라서

악교정수술을 할 때 흡수성 플레이트(resorbable

plate, Endotine Ribbon , Coapt systems,

palo Alto, CA)를사용하여비대칭이남아있을것

으로 예상되는 연조직을 견인하여 연조직 비대칭

(Soft tissue asymmetry)을동시에개선할수있

다(그림20). 

IV. 결 론

교정치료와 악교정수술의 목적은 아름다운 형태를

가진치아가정상적으로배열되고, 그주위를건강한

치주조직 (gingival papilla) 이둘러싸고있고, 웃

고 이야기하는 동안 적절히 노출되게 하는 것이다.

따라서 미소(Smile)에 대한 체계적이고 다분야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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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9. 악교정수술 (orthognathic surgery) 후 남
아 있는 연조직 비대칭의 예

그림 18. Botulinum toxin A 이나 filler (Juvederm )를 사용하여 주름 (Wrinkle) 을 제거한 예.

그림 20. A. 흡수성 플레이트(resorbable plate, Endotine Ribbon , Coapt systems, palo Alto, CA).    
B. 악교정수술과 동시에 흡수성 플레이트를 사용하여 연조직 비대칭을 동시에 개선한 예.

A 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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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근 (Interdisciplinary approach)이 진단 단계

에서부터 필요하며, 교정치료와 악교정수술 시에 심

미수술기법 (aesthetic adjunctive surgery)을

같이사용할경우미적인결과를최대화할수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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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프란트 수술 및 보철물에 따른 합병증 연구

Study about the complications associated with implant surgery and prosthetic
treatment

1Department of Oral and Maxillofacial Surgery, 2Department of Conservative Dentistry
Section of Dentistry, Seoul National University Bundang Hospit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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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urpose : The aim of this study was to compare surgical complications between simple implant placement and implant
placement combined with complicated surgical procedures. We also evaluated prosthetic complications according to the specific
types of prosthesis.

Material and Method : A retrospective analysis of dental chart of patients who was performed implant therapy during the
period from June 2003 to December 2005 was carried out. This study was performed on 408 patients (208 male, 200 female). In
addition, 1671 implants were performed. Based on their medical record and radiographs, the authors evaluated surgical and
prosthetic complications, surgical procedures accompanied at the time of implant, risk factors of implant failure etc.

Result : Surgical complications were developed on 358 implants(21.4% on total placed implants) and wound dehiscence was
most prevalent complication. On maxillary posterior area, surgical complications developed more frequently on implants with
major surgery and showed a significant difference. And complication rate of implants accompanied with GBR was higher than that
of simple implants placement and also showed significant difference. The implant supported prosthesis showed no statistical
difference in the occurrence of complications according to the types of prosthesis, and food retention was the most common post-
prosthetic complication. Also we speculated that length and width of implant showed significant correlation to the failure of
implant primary osseointegration. 

Conclusion : Based on the result, clinician should provide more careful maintenance for patients with implant placement
accompanied by complicated surgical procedure. And periodic maintenance for the patient is requested for long-term survival of
implant therapy

KEY WORDS : Implant, Complication, Surgery, Prosthes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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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 론

최근임프란트시술은치과의보편적인치료술식으

로자리잡았다. 임프란트의성공율은문헌에따라약

간의차이는있으나94~97% 정도로비교적높은성

공율을 보이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임프

란트시술후합병증은일어나고있다. 특히임프란트

수복물은 높은 생존율을 보이지만 기능 5년 후에

50% 증례에서 생물학적, 기계적 합병증이 발생된다

는 보고가 있다1,2). 한편 불량한 골질, 잔존 골량의 부

족 등으로 인한 식립 부위의 해부학적 문제점을 해결

하기 위해 다양한 외과적 수술이 동반되는 경우가 적

지 않다. 임프란트는 비교적 고가의 진료이며 치료의

결과및과정에대한환자들의기대감이매우큰것을

고려할때임프란트시술의여러단계중발생하는합

병증은 환자의 치료 만족도에 큰 향을 줄 수 있다.

임프란트시술후발생하는합병증이반드시임프란트

의 실패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지만 실패할 확률을 높

이고 의료분쟁으로 진행될 소지가 있다. 따라서 술자

는임프란트시술후합병증의양상과해결방안에대

하여 충분한 지식을 갖추고 시술에 임하는 것이 중요

하다고생각한다.  

저자등은복잡한외과적수술이동반된경우와간

단하게 임프란트가 식립된 경우, 난이도가 높은 수술

이 동반된 경우의 술 중 및 술 후 합병증의 발생율 및

양상, 임프란트실패와의연관성, 상부보철물의종류

에따른합병증을조사함으로써치과임상의들에게유

용한정보를제공하고자본연구를시행하게되었다. 

II. 연구재료 및 방법

2003년 6월부터 2006년 3월까지 본원에 임프란

트 치료를 받기 위해 내원한 408명의 환자들을 대상

으로 식립 한 총 1,671개의 임프란트에 대한 의무 기

록지및방사선사진을분석하 다. 전체대상환자중

남자는 208명(51%)이고 여자는 200명(49%)이었

다. 대상환자들의나이는18세에서63세까지로평균

51.45세 다(Table 1). 술후경과관찰기간은최소

1.5년에서 최대 5년으로 평균 3.5년 이었다. 임프란

트수술에 향을줄수있는전신질환을보유한환자

는총158명으로96명이단일전신질환을가지고있

었고 고혈압이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 으며 62명

은2가지이상의전신질환을동시에보유하고있었다

(Table 2). 구강 악습관을 가진 환자는 35명으로 조

사되었으며그중이갈이가 22명(62.8%)으로가장많

이 나타났다(Table 3). 부위별 분포는 상악에 979개

(58.5%), 하악에692개(41.5%)가식립되었는데, 가장

많이식립된부위는상악대구치부위로605개(36.2%)

의 임프란트가 식립되었고 하악 전치부는 93개(5.5%)

로 가장 적은 수의 임프란트가 식립되었다(Table 4).

Table 1. Gender Distribution

Male 208 51%
Female 200 49%
Total 408 100

Gender Patient %

Table 2. Systemic Disease Distribution

Hepatitis 4 2.5
Endocrine Disorder 8 5
Hyperlipidemia 5 3.1
Hypertension 47 29.4

Diabetes Mellitus 20 12.6
Renal Disease 4 2.5
Depression 3 1.8

Alcohol Abuse 1 0.6
Cerebrovascular Disease 4 2.5

Hypertension+Diabetes Mellitus 20 12.6
Hypertension+Endocrine Disease 5 3.1

ETC 37 24.3
Total 158 100

Systemic Disease Number of Patients Incid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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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프란트의폭경은모두18 종류가사용되었으며4.0

㎜가 430개(25.7%)로 가장 많았고 5.0㎜, 312개

(18.6%), 4.8㎜, 297개(17.7%) 순이었다. 길이는

11 종류가 사용되었으며 11.5㎜가 488개(29.2%)로

가장많았고, 13㎜, 338개(20.2%), 10.0㎜, 336개

(20.1%)  순이었다(Table 5,6). 임프란트상부보철

물은모두1년이상기능이이루어진증례들을대상으

로 평가하 으며, 총 6 종류의 보철물의 합병증을 조

사하 다. 임프란트 보철물의 종류는 부분 고정성 보

철물(Fixed partial prosthesis, 453개, 58%) 단

일 임프란트 보철(294개,37%) 고정성 하이브리드형

보철물(fixed hybrid prosthesis, 13개, 1.7%) 순

이었다(Table 7).

의무기록지와방사선사진을분석하여임프란트수

술 중 및 수술 후 합병증의 종류 및 빈도를 다음과 같

이 분류하여 조사하 다. 또한 상부 보철물의 종류에

따른합병증의종류및빈도를조사하 다. 

1) 상악 구치부에 식립된 임프란트는 수술의 종류별

로6개의군으로분류하여합병증을조사하 다.

Table 3. Oral Habit Distribution

Bruxism 22 62.8
TMD 5 14.2

Dry Mouth 5 14.2
Clenching 1 2.8

Bruxism+Clenching 2 6
Total 35 100

Oral Habit Number of Patient Incidence(%)

Table 5. Implant Diameter Distribution

<3 4(0.2)
3.25/3.30 77(4.5)

3.40 42(2.5)
3.50 9(0.5)
3.75 58(3.4)
3.80 69(4.1)
4.00 430(25.7)
4.10 177(10.5)
4.30 130(7.7)
4.50 37(2.1)
4.80 297(17.7)
5.00 312(18.6)
5.30 6(0.3)
5.50 13(0.7)
6.00 10(0.5)
Total 1,671(100)

Diameter(mm) Number of Implant(%)

Table 6. Implant Length Distribution

7.0 9(0.5)
8.0 45(2.6)
8.5 68(4.0)
9.5 21(1.2)
10.0 336(20.1)
11.0 23(1.3)
11.5 488(29.2)
12.0 135(8.0)
13.0 338(20.2)
14.0 65(3.8)
15.0 140(8.3)
18.0 3(0.1)
Total 1,671(100)

Length(mm) Number of Implant(%)

Table 4. Fixture Location

Maxilla 168(10.0%) 206(12.3%) 605(36.2%) 979(58.5%)
Mandible 93( 5.5%) 138( 8.2%) 461(27.5%) 692(41.5%)
Total 261 344 1,066 1,671

Location Incisal Premolar Molar Total

Table 7. Prosthesis Distribution

Single Crown 294 37.4
Fixed Partial Prosthesis 453 57.6
Full Mouth Complete Fixed Prosthesis 9 1.1
Overdenture 10 1.2
Fixed Hybrid Prosthesis 13 1.7
Fixed Partial Prosthesis

8 1Combined Implant and Tooth
Total 787 100

Type of Prosthesis     Number of Prosthesi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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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군：단순식립

2군：대수술

3군：측방접근법을통한상악동골이식술

4군：치조정접근법을통한상악동골이식술

5군：치조능수평증대술

6군：치조능수직증대술

2) 전체 임프란트를 대상으로 부가적인 수술 없이

단순히 임프란트를 식립한 군(A)과 골유도 재생

술이동반된군(B)을비교하 다.

3) 전체 임프란트를 대상으로 수평골 증대술 시행

시 골유도 재생술을 이용한 군과 블록골 이식을

시행한군을비교하 다. 두군모두임프란트를

지연 식립 한 증례들만을 대상으로 하 으며 다

른종류의수술들은동반되지않았다.

4) 전체 임프란트를 대상으로 수직골 증대술 시행

시 골유도 재생술을 이용한 군과 블록골 이식을

시행한군을비교하 다. 두군모두임프란트를

지연 식립 한 증례들만을 대상으로 하 으며 다

른종류의수술들은동반되지않았다.

각군별합병증발생빈도에대한통계학적분석은

SPSS 프로그램(Ver.12 for Windows/SPSS/USA)

을 사용하 으며 카이제곱 검정(Chi-square test)

을 시행하 다. 보철 전에 골유착이 실패하여 제거한

임프란트를대상으로 골유착 실패의위험요소를 통계

학적으로다중회귀분석을이용하여평가하 다. 

실패한증례들은의무기록지와방사선사진등을통

해조사하 으며실패의기준으로는1) 임프란트고정

체(fixture)의 동요도, 2) 지속적인 동통, 이물감각,

감각이상과같은주관적증상, 3) 농을동반한재발성

임프란트주위감염4) 지속적인임프란트주위의방사

선투과상을고려하 다3).

III. 연구성적

1. 술 중 및 술 후 합병증

술중합병증은전체임프란트중3.7%에서발생하

고술후합병증은전체임프란트중21.4% 에서발

생하 다(Table 8). 술 중 합병증은 50명(62개 임프

란트)에서4 종류의합병증이관찰되었다. 전체적으로

상악동 점막 천공이(36개 임프란트, 58%) 가장 빈번

한 술 중 합병증이었다(Table 9). 술 후 합병증은 총

115명(358개 임프란트, 21.40%)에서 관찰되었으며

가장 빈번한 술 후 합병증은 창상 열개 으며, 임프란

트 초기 골유착 실패, 변화된 감각의 순으로 나타났다

(Table 10).

2. 상악 구치부에 식립된 임프란트의 합병증

전체605개의임프란트중2군이상의수술이중복

시술된 임프란트를 제외한, 단순 임프란트 식립과 복

합 시술을 시행한 581개의 임프란트를 대상으로 술

후 합병증을 관찰하 다(Table 11). 대수술(Major

surgery)은점진적인치조골흡수로인해발생된수

직 및 수평적인 골소실로 인한 악골 관계의 불균형을

해소하기위하여골절단술, 분절골절단술을이용하여

Table 8. Implant Surgical Complication Incidence

Surgical Complication 62/1,671 3.7%
(Intra-operative)

Surgical Complication 358/1,671 21.4%
(post-operative)

Number of Implants    Mean 
Affected/Placed Incidence

Table 9. Intra-Operative Complication Distribution 

Maxillary Sinus Membrane Perforation 36 2.1
Loss of Initial Stability 17 1.1
Alveolar Bone Fracture 5 0.3

Bleeding 4 0.2
Total 62 3.7

*：percentage of affected implants to total placed implant

Surgical Complication Number of Affected Implant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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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골의위치를변화시키고교정하는외과적술식을통

칭하 다. 본 연구에서는 Lefort I, 분절골 절단술

(segmental osteotomy), 개 재 골 이 식 술

(interpositional bone graft), 치조골 신장술

(distraction osteogenesis)이 포함되었다3). 상악

구치부에서 전체적으로 가장 발생 빈도가 높은 술 후

합병증은 창상 열개이고(39개, 21.9%), 골유착 실패

(28개, 15.7%), 상악동염(27개, 15.1%) 순이었다

(Table 12). 수술종류간의합병증발생율에유의한

차이가나타났으며대수술을시행한임프란트군이합

병증발생율(90%)이유의하게높았다(Table 13).

3. 단순히 임프란트를 식립한 군과(A군) 간단
한 골유도재생술과 함께 임프란트를 식립
한 군(B군)의 합병증

발생A군은총568개의임프란트중96개(16.9%)

Table 11. Implant Distribution According to Types of Surgery
(Posterior area of maxilla)

1 Implant (Simple) 99
2 Major Surgery 10
3 Sinus elevation with lateral approach 211
4 Sinus elevation with crestal approach 161
5 Horizontal Augmentation 61
6 Vertical Augmentation 39

Total 581
Major surgery：include Lefort I, segmental osteotomy,
interpositional bone graft, distraction osteogenesis
Horizontal augmentation：include onlay block bone graft, ridge
splitting, horizontal GBR
Vertical augmentation：include onlay block bone graft,
supraplant, vertical GBR

Group Surgical Procedure
Placed Implant(N)

Table 12. Post-operative Complication Distribution by Group (Posterior maxilla)

Complication 1 2 3 4 5 6 Implant(N)
Local Infection 1 0 9 4 5 0 19 10.6

Cellulitis 0 0 0 0 0 0 0 0
Maxillary sinusitis 1 0 25 1 0 0 27 15.1
Wound Dehisence 5 0 10 13 8 3 39 21.9

Trismus 3 0 6 1 0 2 12 6.7
TMD 0 0 2 0 0 0 2 1.1

Nerve Injury 0 0 5 0 7 1 13 7.3
Orofacial Pain 0 5 5 3 1 0 14 7.8

Osteointegration Failure 3 4 12 8 0 1 28 15.7
Tissue Hyperplasia 6 0 3 9 2 0 20 11.2
Oroantral Fistula 0 0 4 0 0 0 4 2.6

Total(%) 19(19) 9(90) 81(38) 39(24) 23(38) 7(18) 178(30.6) 100

Surgical            Group       Group       Group       Group       Group       Group      Total Affected      %

Table 10. Post-operative Complication Distribution

Wound Dehiscence 90 5.4
Osteointegration Failure 56 3.3

Altered Sensation 51 3
Soft Tissue Hyperplasia 36 2.2

Local Infection 35 2.1
Orofacial Pain 32 1.9

Maxillary Sinusitis 24 1.4
Trismus 23 1.3

Tissue Hyperplasia 7 0.5
Temporomandibular Disorder 3 0.3

Cellulitis 1 0
Total 358 21.4

*：percentage of affected implants to total placed implant

Surgical Complication Number of Affected %*)

(post-operative) Impla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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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합병증이발생하 고(Table 14), B군은총339

개중76개(22.4%)에서합병증이발생하 다(Table

15). 두군간의합병증발생빈도차이를카이제곱검

정으로분석한결과B군의합병증발생빈도가유의하

게높았다(P <0.05) (Table 16). 각각의합병증발생

양상을살펴본결과A군은창상열개(25개), 골유착실

패(19개), 과도한조직증식(15개) 순으로합병증발생

빈도가높았다. 그리고B군은창상열개(22개), 변화된

감각(10개) 등이높게발생하 다.

4. 골유도재생술을 이용한 수평골 증대술을
시행한 군과 블록골 이식을 시행한 군의
합병증 발생

골유도재생술을이용하여수평골증대술시행한군

은 20%에서 합병증이 발생하 고 블록골 이식군은

7.7%에서 합병증이 발생하 으나 두 군 사이의 합병

증발생빈도는통계학적으로유의한차이가없었다(P

>0.05) (Table 17).

Table 17. Comparison of Surgical Complication Distribution
after Horizontal Augmentation.

Horizontal Augmentation 
5/25 (20%)*

>0.05
with GBR

Horizontal Augmentation with 
1/13 (7.7%)*

Onlay block bone graftp

*Sig：Statistical significance of Chi-square test 

Surgical Procedure        Complication Rate    *Sig.

Table 13. Comparison of Surgical Complication Distribution
by Group(Posterior maxilla)

1 19 80
2 9 1
3 81 130 p<0.05
4 39 122
5 23 38
6 7 32

*Sig：Statistical significance of Chi-square test

Group
Surgical    Complication
Yes           No *Sig.

Table 14. Surgical Complication Distribution of Group A.

Wound Dehisence 25 4.5
Tissue Hyperplasia 20 3.6

Osteointegration Failure 19 3.4
Altered Sensation 13 2.3
Local Infection 6 1.0

Trismus 6 1.0
Orofacial Pain 3 0.5

TMD 2 0.3
Maxillary Sinusitis 1 0.1

Cellulitis 1 0.1
Total 96 16.8

Group A：Simple implant placement without GBR
* percentage of affected implant to total placed implant of
group A

Surgical Complication      Affected Implants(N)    %*

Table 15. Surgical Complication Distribution of Group B

Wound dehisence 22 6.5
Altered sensation 10 2.9
Local infection 9 2.7

Tissue hyperplasia 9 2.7
Orofacial pain 9 2.7

Trismus Osteointegration 7 2.0
failure 6 1.7
TMD 4 1.2

Cellulitis 0 0
Maxillary sinusitis 0 0

Total 76 22.4
Group B：Simple implant placement with GBR
* apercentage of affected implant to total placed implant of
group B

Surgical Complication      Affected Implants(N)    %*

Table 16. Comparison of Surgical Implant Complication
Distribution by Group

Group A 96 472 p<0.05
Group B 76 263

Group A：Simple implant placement without GBR
Group B：Implant placement with GBR
*Sig：Statistical significance of Chi-square test 

Surgical    Complication
Factor              Yes            No        *Si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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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골유도재생술을 이용한 수직골 증대술을
시행한 군과 블록골 이식을 시행한 군의
합병증 발생

합병증발생율은골유도재생술을이용하여수직골증

대술을시행한군은39% 고블록골이식을시행한군

은40% 으며두군사이의통계학적으로유의한차이

는없었다(P >0.05). 발생한합병증중에서는두군모두

창상열개가가장발생빈도가높았다(Table 18, 19).

6. 보철 후 합병증

총787개의임프란트상부보철물을대상으로보철

후 합병증 양상과 보철물 종류별 합병증 발생 빈도를

관찰하 다. 전체보철물중30.3%의합병증이발생

하 으며 음식물 침착이 가장 많았고 교합이상, 나사

풀림 순이었다(Table 20). 보철물 종류별 합병증 발

생 빈도를 비교한 결과 단일 임프란트 수복이 33.3%

로가장높게합병증이발생하 으나카이제곱검정으

로분석한결과보철물종류에따른합병증발생빈도

는통계학적으로유의성있는차이는나타나지않았다

(P >0.05) (Table 21).

Table 18. Surgical Implant Complication Distribution after
Vertical Augmentation

Wound Dehiscence 8 7
Cellulitis 0 0

Max.sinusitis 0 0
Local Infection 1 4

Trismus 4 0
TMD 4 0

Altered Sensation 2 7
Orofacial Pain 8 1

Osteointegration Failure 2 0
Tissue Hyperplasia 1 1

Total 30 20
N：Number of Affected implant
Ver.GBR：vertical augmentation with GBR 
Ver.onlay：vertical augmentation with onlay block graft

Surgical Complication       Ver.GBR(N)  Ver.onlay(N)

Table 21.Complication Distribution According to the Types of
Prosthetics 

Single Crown 98/294 33.3%
Fixed Hybrid Prosthesis. 4/13 30.8%

Overdenture 3/10 30%
Fixed Partial Prosthesis 130/453 28.7%
Fixed Partial Prosthesis

2/8 25%combined
Implant and Tooth

Full Mouth 2/9 22.2%
Complete Fixed Pros.

Total 239/787 30.3%
*Sig：Statistical significance of Chi-square test 

p>0.05

Type of Number of Implants Mean 
Prosthetics Affected/Placed Incidence *Sig.

Table 19. Comparison of Surgical Implant Complication
Distribution 

Vertical Augmentation
30/77(39%)*

p>0.05
with GBR

Vertical Augmentation
20/50 (40%)*with onlay block graft

*Sig：Statistical significance of Chi-square test

Surgical Procedure       Complication Rate   *Sig.

Table 20. Post-prosthetic Complication Distribution

Food retention 74 9.5
Occlusion Disturbance 35 4.5

Screw Loosening 31 4.0
Peri-Implantitis 19 2.5

Prosthesis Fracture 18 2.3(porcelain fracture etc)
Osteointegration Failure 14 1.7
Cheek,Lip,Tongue Biting 13 1.6

Prosthesis Mobility 13 1.6
Loss of Retention 12 1.5
Tissue Hyperplasia 5 0.6
Prosthesis Separation 

3 0.3from Fixture
Implant Fixture Fracture 2 0.2

Total 239 30.3
*：percentage of affected prosthesis to total placed prosthesis

Post-prosthetic Complication  Affected Prosthesis(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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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임프란트 골유착 실패에 향을 미치는
예후

예측 인자 비교 분석을 위해 로지스틱 회기 분석

(Logistic regression)을시행하 다. 성별, 임프란

트 길이, 임프란트 폭경, 나이 등의 요소 사이에서 비

교한결과임프란트길이및폭경이각각P-value가

0.029, 0.00으로 0.05보다 작아 임프란트 골유착

실패율에 유의한 향을 준다고 관찰되었다. 길이의

독립변수에대한기울기를나타내는상수값인B 값은

0.145로 (+) 값이므로 길이가 증가할수록 임프란트

골유착 실패율은 증가하며 Exp(B) 값이 1.156이므

로 길이가 증가함에 따라 골유착 실패율이 1.156배

증가한다는 결과가 나왔다. 임프란트 폭경의 B 값,

Exp(B) 값은각각1.122, 3.070으로폭경이증가할

수록골유착실패율이증가한다는결과가나왔다.

IV. 총괄 및 고찰

임프란트는비교적성공율이높은치료이지만각단

계별합병증과이에대한예방및해결책을숙지하지

못한다면바람직한치료결과를예견하기는힘들다.

본연구에서술중합병증은전체임프란트중3.7%

에서발생하 으며가장빈발한술중합병증은상악동

점막천공이었다. 상악동점막천공의원인으로는1)상

악 치조골의 심한 흡수, 2)함기화(pneumatization)

현상으로잔존치조골의양이부족한경우, 3)지나치게

긴 임프란트를 식립하는 경우, 4)상악골의 골 도 불

량, 5)비강, 상악동점막골이식술시행시점막이천공

된경우등으로생각해볼수있다4).

Schwartz-Arad 등5)은상악동 점막 천공은 주요

한 술 중 합병증 중의 하나이며 약 44% 정도의 환자

에서일어나고그중10%는감염이나낭종형성과같

은 술 후 합병증을 겪으며 상악동 점막 천공과 술 후

합병증의 발생은 강하게 연관성이 있다고 하 다. 상

악 구치부 임프란트 식립시 상악동 점막을 천공한 경

우에 임프란트의 장기적인 생존율(71~72%)이 현저

히감소될수있으며기능중임프란트의상악동전이

된증례들도보고되고있으므로무리한시술을피하여

천공을예방하는것이가장중요하다고하겠다4,6).

본연구에서술후합병증은전체임프란트중21.4

%에서발생하 으며가장발생빈도가높은합병증은

창상열개 다. 창상열개는무리한장력으로인한연

조직의 압박괴사, 긴장성 봉합, 흡연 등에 의한 국소

혈액 순환 장애 등이 원인이 될 수 있다. 물론 창상이

벌어졌다고해서반드시골유착실패, 감염등심각한

합병증이발생하는것은아니지만, 골이식, 골유도재

생술등이시술된경우창상열개가생기면감염가능

성이높고골유착실패로이어질가능성이크다. 따라

서예방적처치가가장중요하며술후장력이가해지

지않도록봉합하고필요시피판하방의골막절개및

수직이완절개를 시행할 필요가 있다. 창상 열개가 발

생하면 우선 재 봉합술을 시도하지만 다시 벌어지는

경우엔이차치유를유도하며철저한구강위생관리를

통해이차감염을방지해야한다. 하방골조직이노출

된경우에는철저한소독및세척을시행한후창상봉

합을다시시도하는것이좋다. 이때는반드시국소피

판을사용해야한다7).

본 연구에서 초기 골유착 실패는 전체 임프란트 중

3.3%로 Scurria 등8) 의 5.2%, Hass등9) 의 2.3%

와유사한결과를보 다. 골유착의실패와연관된요

인으로는 식립 부위의 골질, 골량, 임프란트의 직경,

길이, 감염, 흡연, 전신질환 등 수많은 요소들을생각

해 볼 수 있다1,2). 임프란트 골 유착 실패를 줄이기 위

해서는조기과부하, 구강내감염, 술중오류등을최

소화하기위해노력해야한다. 특히임프란트식립전

모든 치주 질환이나 치아 우식증에 의한 감염은 제거

해야 하며 골 삭제 시 과열을 방지 하기 위해 충분한

세정술을 동반되어야 한다. Watanabe 등10)은 드릴

을골에서제거하더라도인접골로열전달은계속진행

되며원래온도로돌아가려면60초가량시간이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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된다고하 다.

본 연구에서 3번째로 발생 빈도가 높았던 술 후 합

병증인 변화된 감각은 본 연구에서 3%로 관찰되었으

며 문헌에서 보고된 7%~8.5%7, 11), 에 비해 비교적

낮은수치로관찰되었다. 변화된감각은수술후시간

이지나면상당부분회복되므로본연구와다른연구

간의관찰기간및시기의차이에기인한것으로생각

된다. 임프란트시술과연관된신경손상은대부분신

경전달이상(neuropraxia)이고대개6개월이내에

회복되며4개월이내관찰대상들이완전히감각이회

복되었다는보고도있다11). 한편변화된감각(altered

sensation)을 전혀 유발하지 않았다고 생각되는 증

례들에서도수술후에턱, 입술, 치은, 치아등의변화

된감각을호소하는경우가종종발생하고있다. 따라

서 환자에게 이런 점을 충분히 설명하고 구적인 감

각마비가있더라도일상생활에거의 향이없는작

은범위에국한됨을설명할필요가있다. 

상악 구치부에서 시행한 수술 간의 합병증 발생 빈

도및양상의비교시본연구에서는대수술에서는변

화된 감각이 발생 빈도가 가장 높았으며 이는 분절골

절단술등으로인한신경손상에기인한것으로사료된

다. 그리고단순임프란트식립은과도한조직증식, 측

방접근을통한상악동거상술에서는상악동염이가장

흔한합병증으로조사되었다. 그리고치조정접근을통

한상악동거상술, 수평골증진술, 수직골증진술에서

는모두창상열개가가장흔한합병증으로나타났으며

이는이식한블록골등으로인한봉합시긴장및부종

등에의한것으로사료된다.

단순임프란트식립과GBR을동반한임프란트식

립에서합병증발생양상의비교시모두가장흔한합

병증은창상열개 으며, 두번째로발생빈도가높은

합병증은 단순 임프란트 식립은 과도한 조직 증식 이

었고 GBR을 동반한 임프란트 식립은 변화된 감각으

로조사되었다.  변화된감각은직접적인신경손상외

에도술후부종, 혈종, 감염등으로인하여발생할수

있으며초기적극적인약물치료및물리치료등보존

적인치료를시행하는것이중요하다고사료된다.

본연구에서수직및수평증대술시블록골이식과

골유도 재생술을 이용한 방법 간의 합병증 발생 빈도

는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그런데 이는 식립 부위, 사

용된 임프란트 시스템, 연령 등 향을 줄 수 있는 요

소들에대한고려가부족한한계점이있다. 모두창상

열개가가장발생빈도가높은합병증이었다. 이는과

도한증대량및창상의출혈과연관된부종등을원인

으로생각해볼수있다. 

블록골 이식의 증대량과 흡수는 예측하기 어려우며

창상 열개 및 감염과 같은 술 후 합병증과 관련이 있

다. 따라서 피판의 봉합에 긴장이 있지 않도록 하고,

비흡수성골대체재료를혼합하여사용하는것이도

움이될수있다. 골유도재생술을통해치조능을수직

혹은수평적으로증강시킬수있는양에대해서는논

란이있으나일부학자들이수직으로증강시킬수있

는 양은 2~7㎜, 수평적으로 증강 시킬 수 있는 양은

약 2~4.5㎜ 라고 발표한 바 있다12,13,14). 골유도 재생

술의 성공에 향을 미치는 요소는 차단막의 세포 차

단성, 공간확보및유지, 물리적강도의우수성이며,

골이식 혹은 티타늄 나사나 핀을 이용한 tenting을

통해공간을확보하는것이중요하다. 또한다른요소

로는차단막의고정성, 엄격한무균처치, 하방의혈병

을안전하게보호할수있는능력, 창상의안정, 골이

식재의유동성방지등을들수있다15,16). 골유도재생

술을시행할때차단막사용에대해서는논란이있지

만 임상적 판단 하에 골결손이 비교적 크다고 생각될

경우에는차단막을사용하는것이좋으며흡수성과비

흡수성 차단막은 성공율에 있어서 큰 차이가 없다고

알려져있다1). 그러나창상이벌어지면서차단막이노

출 되면 골이식술에 나쁜 향을 미칠 가능성은 매우

높다. 차단막이노출되는경우는20~50%로보고되

고있으며차단막이상부연조직을통해노출될때합

병증발생빈도가대단히높아진다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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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에서 임프란트 보철 후 합병증은 단일 임프

란트 보철물에서 33.3%로 가장 빈발하는 경향을 보

고자연치아와 임프란트를 연결한고정성 보철물에

서가장낮은25%의합병증발생율을보 으나각군

간의통계적으로유의한차이는없었다. 이는다른문

헌에서 overdenture의 clip, attachment가 부러

지거나 loosening되는 등 overdenture 관련 합병

증이 implant supported fixed prosthetics 보

다4배에서10배까지높다는보고와는상이한측면이

있다18,19).이는관찰된임프란트보철물의종류별개수

의차이가큰것이원인이라고사료된다. 보철후합병

증중높은비율을차지하고있는음식물침착과교합

이상은임프란트와자연치사이의생리적인교합조건

의차이에기인한다18). 

본연구에서시행한임프란트골유착실패의위험요

소에대한통계학적고찰은임프란트길이와직경이유

의한 향을 준다고 나타났다. 본 연구의 결과로 골유

착실패율을계산할때성별과나이에비해임프란트직

경과길이가유의하게 향을주는위험요소일수있다

고 사료된다. 본 연구에서는 임프란트의 길이가 길고

폭경이증가할수록실패율이증가하는양상을보 다.

과거에는짧은임프란트에대한실패율이비교적높았

으나최근임프란트의표면처리및디자인이현저히개

선됨에따라성공적인예후를보이고있다4). 물론임프

란트 길이가 길 경우 골접촉 면적이 증가하기 때문에

안정성이확보되는장점이있으나또한임프란트는길

이에 상관 없이 회전 중심이 상부 1/3 부근에 존재하

며 길이가 길다고 해서 절대 유리하지 않다고 한다4,6.

그리고 굵은 직경의 임프란트가 임프란트 드릴링 시

주변의상승된온도가치 골에상당한외상을유발할

가능성이 많으며 협설측으로 견고한 피질골의 지지를

받지못하여초기골유착이실패하거나치유기간에치

조정골소실이많아지는경향이있을수있다20,21).

그리고임프란트직경이크면교합력을지탱하고표

면적이넓어교합력을골고루분산시키는효과가있을

수있지만과도하게넓은경우오히려혈액공급의부

족과 임프란트 치유기간 지연 등에 의한 초기 골유착

에장애가되는경우도있다20,21). 본연구의결과는임

프란트 표면 및 종류, 식립 부위를 제한 하지 않은 한

계점은있으나길거나굵은임프란트를선택하는경우

는 불량한 조건 혹은 실패한 임프란트를 재식립하는

경우가많은것, 드릴링에의한골조직의열손상가능

성이 높아진 것 등과 straight body 임프란트가 많

이사용된것에기인한것으로사료된다.

어떠한 외과적 시술을 하더라도 합병증은 일어 날

수있으나적절한환자의선택, 적절한임프란트의선

택(표면처리, 길이, 직경), 무균적, 위생적시술, 예방

적투약, 임프란트에유리한악골의질, 보철의사와외

과 의사간의 긴 한 전달, 적절한 술 전 계획 등에 대

해충분히고려하면합병증의발생을예방할수있다.

본연구는후향적으로시행된연구이기때문에다양

한변수들이매우많고사용된시스템에대한고려및

케이스의 고르지 못한 분포 등으로 인한 한계점들이

있다. 또한각각의외과적술식들에따른합병증을세

분화하여 제시하지 못한 문제점이 있다. 따라서 저자

등은다양한변수들을최소화한상태에서각각의외과

적 술식 및 보철물의 유형에 따른 합병증을 분석하는

전향적임상연구결과를발표할계획이다.

V. 결 론

1. 술중합병증은전체임프란트중3.7%에서발생하

고술후합병증은전체임프란트중21.4% 에서

발생하 다. 가장빈번한술중합병증은상악동점

막 천공(58%)이었고 술 후 합병증은 창상 열개

(25%) 다.

2. 상악 구치부에서 복합된 수술에 따라 합병증 발

생율을유의한차이가있으며대수술, 측방접근

을통한상악동거상술순으로술후합병증발생

율이 높았다. 창상 열개, 상악동 점막 천공이 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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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한합병증이었다(P <0.05).

3. 임프란트를GBR과복합시술한군이임프란트

식립 만을 시행한 군보다 합병증 발생율이 유의

하게높았다(P <0.05).

4. 수평 및 수직 증강 시 블록 골 이식법과 골유도

재생술 사이에 합병증 발생율은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P >0.05).

5. 보철 후 합병증으로 음식물 침착 및 교합이상,

나사 풀림 순으로 높았으며 보철물 종류별 합병

증발생빈도는유의한차이가관찰되지않았다

(P > 0.05).

6. 임프란트골유착실패의위험요소에대한회귀분

석을 이용한 통계학적 고찰은 임프란트 길이와

직경이유의한 향을준다고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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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세대학교 치과대학 치주과학교실, 치주조직 재생 연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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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인 치조골 내 결손부에서 Silicon contained Coralline
Hydroxyapatite와 Beta Tricalcium Phosphate 합성제재의

효과에 대한 임상적 고찰

Effect of Silicon contained Coralline Hydroxyapatite and 
Beta Tricalcium Phosphate in human intrabony defects

1Department of Periodontology, Research Institute for Periodontal Regeneration, 
College of Dentistry, Yonsei University

Yong-Ju Jang1, Yong-Tae Kim1, Jung-Chul Park1, Chang-Sung Kim1, 
Seong-Ho Choi1, Chong-Kwan Kim1

Aim：The ultimate goal of periodontal treatment is regeneration of periodontium that have been lost due to inflammatory
periodontal disease. Recently, Silicon contained Coralline Hydroxyapatite and Beta Tricalcium Phosphate  bone substitute have
been introduced to achieve periodontal regeneration.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valuate the effect of the Silicon contained
Coralline Hydroxyapatite and Beta Tricalcium Phosphate(BoneMedik-DM , Meta Biomed Co., Ltd. Oksan, Korea) on periodontal
intrabony defects.

Methods and materials：Clinical effects of Silicon contained Coralline Hydroxyapatite and Beta Tricalcium Phosphate
implantation in intrabony defects were evaluated 6 months after surgery in Sixty-one intrabony defects from Fourty-six patients
with chronic periodontitis. Twenty-nine experimental defects in twenty-five patients received the Silicon contained Coralline
Hydroxyapatite and Beta Tricalcium Phosphate(test group), while Thirty-Three defects in twenty-one patients were treated with
flap procedure only(control group). Comparative observation were done for preoperative and postoperative differences between
control and experimental clinical parameters,-clinical attachment loss(CAL), probing depth(PD), bone probing depth(BPD),
gingival recession.

Results：Postoperative improvements in CAL, PD, BPD were observed in both test and control groups(P<0.01). However, the
improvements in CAL, PD, BPD of the test group were  significantly greater  than control group. 

Conclusion：Healing of the both groups were uneventful during experimental periods.
Use of Silicon contained Coralline Hydroxyapatite and Beta Tricalcium Phosphate  in a flap operation resulted in significantly
greater improvements in CAL, PD, and BPD over flap operation alone. Silicon contained Coralline Hydroxyapatite and Beta
Tricalcium Phosphate  will be good bone substitute materials  for treatment of  intrabony defects.

KEY WORDS：Silicon contained Coralline Hydroxyapatite and Beta Tricalcium Phosphate, intrabony defects, bone
probing depth, probing depth, clinical attachment lo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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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 론

치주질환으로인하여상실된조직의완전한재생은

치주 치료의 궁극적인 목표이다. 현재까지 다양한 술

식이치주질환의치료를위하여소개되어왔으나, 전

통적인외과적및비외과적치료시 임상적으로는임

상지표의 개선을 보이지만, 조직학적으로 긴 접합 상

피 형태의 치유를 보여왔다1). 이를 극복하고 치주 조

직의 재생을 달성하기 위한 방법들이 계속 소개 되었

는데, 그중 골이식술 도그중하나이다2,3). 

골 이식술을 통한 골 재생의 기전은 크게 3가지로

나타나는데, 골이식재 자체에 골 형성세포를 갖추고

있는 골형성(Osteogenesis), 골이식재가 주변 골모

세포들의 유입을 위한 인공 지지체로써 역할을 하는

골전도(Osteoconduction) 혹은 골 유도물질을 포

함하는 기질로서 골이식재가 기능하는골유도

(Osteoinduction)로 분류할수있다4). 이상적인 골

이식 재료는 위의 3가지 조건을 모두 가지는 것이지

만, 현실적으로는골과백악질형성유도에우수한능

력을 보여야 하고, 최소한의 염증 반응과, 빠르게 혈

관화형성, 수여부 조직에 친화성을 가지면서 적용하

기용이하고, 경제적이어야한다5).

대표적인 골 이식 방법으로는 자가골 이식, 동종골

이식, 이종골이식, 합성골이식등이있다. 구강내와

구강외에서얻어진자가골은면역반응이없고, 월등

한골형성능력을가지는표준골이식재로서재생치

료에사용되어왔다6). 하지만광범위하고부가적인수

술 역을 필요로 하며, 그 양이 제한적이고, 흡수의

속도가빠르다는단점이있다. 더불어치근유착및치

근흡수의문제가동물실험및임상실험을통하여제

시되어7~9) 이에보다적합한골이식재의개발이필요

하게되었다. 

동종골 이식은 골 형성 유도능과 적용의 용이성 등

으로인하여지난30여년동안치주조직재생을위하

여 유용하게 사용되어 왔다10). 하지만 골 형성 유도능

과 신생골 형성의 정도에 있어서 연구자마다 다른 다

양한 결과가 보고되어 왔고11~13), 동물 실험에서 지속

적인염증세포의관찰, 뿐만아니라공여자에따른교

차감염의위험성등이제시되어왔다14).

이종골이식은동물이식체로부터획득한골을이용

한 방법으로3), 지금까지 치조골내 결손부를 수복하기

위해이종골을사용한연구는제한적으로이루어졌으

나, 2000년이후양호한임상적결과및조직학적결

과가제시되었다15~18). 하지만이종골이식재는흡수속

도가느리고이종이식체가가지고있던병원성인자에

의한질병이유발될수있음이보고되었다19).

골 이식에 있어 양호한 임상적, 조직학적 결과에도

불구하고 자가골, 동종골, 이종골이 보이는 한계점으

로 인하여 구하기 쉽고, 질환의 전이가 없으며, 경제

적인 합성골 이식재의 개발에 관한 관심이 증가 되었

고, 재료의개선에따라임상적용결과도점차향상되

고있다20).

Hydroxyapatite(HA)는 생체 친화적인 골 전도

물질로잘알려져있으며골연하결손부치료에있어

서 성공적으로 적용되어 왔다21,22). 하지만 낮은 흡수

속도를 보이고 골 전도 능력이 떨어진다고 보고 되었

고, 임상연구에서치주조직의재생에대한명확한 만

족할만한 임상효과를 보이지 못했다23). Tricalcium

phosphate(TCP)는 동물 실험과 임상 연구를 통하

여골연하결손부에서골대체물로양호한결과를보

다고 보고된바 있다24,25). 하지만 흡수 속도에 다른

치조골,치주조직 재생결과와 이재료의 신생골로의

대체 정도가 다양하게 보고되고 있다26). 이에 HA의

골형성 능력과 TCP의 흡수로 인한 치조골 생성능력

을조합한 biphasic calcium phosphate(BCP)에

대한 연구가 진행되었으며27), Ellinger등은 BCP 를

이용한연구에서HA 혹은TCP 단독으로사용하 을

때에 비하여 더 많은 양의 신생 골과 신생 백악질, 상

피결합을관찰하 다고보고하 다28). Jensen 등은

동물실험을통하여HA/TCP 비율이 60/40로표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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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된BCP가신생골형성에있어서효과적인골형성

결과를 가진다고 보고하 다29). Skrtic 등의 연구에

의하면실리콘이온이HA 표면에서아파타이트핵을

형성하면서실리콘이온이치환된HA의골형성촉진

을도모한다고보고한바있다30).

현재까지 치주 골연하 결손부에 BCP를 적용하

을 때 효과에 대한 임상적 연구는 있었으나Silicon

contained Coralline Hydroxyapatite와 Beta

Tricalcium Phosphate(BoneMedik-DM ,

Meta Biomed Co., Ltd. Oksan, Korea)에대한

임상연구는아직미비한실정이다. 

본 연구의 목적은 Silicon contained Coralline

Hydroxyapatite와 Beta Tricalcium Phosphate

가 60:40의 비율로 조합된 BCP를 치주 골 결손부에

적용 하 을 때의 치주낭 깊이, 임상부착수준, 골탐침

깊이의변화에대하여평가하고술전임상지수의차이

에따른골이식재의효과를알아보고자하는것이다.

연구재료 및 방법

1. 연구 대상

Y대학교 치과대학병원 치주과에 내원하여 만성 치

주염으로 진단받은 46명의 환자를 대상으로 하 다.

평균나이는48.3세 (27세~70세) 으며, 남자가25

명, 여자가21명이었다. 연구대상자들은특이할만한

전신적 질환이 없었고, 최근 12개월내에 약물 투여를

받지않았다. 대상치아는소구치와대구치로골이식재

생 술식이 적당하다고 판단된 치주 골내낭 이었다. 구

강위생교육과치석제거술후치주낭탐침깊이와임상

부착소실이5㎜이상이고, 구내방사선사진및수술시

골내 치주낭 깊이가 3㎜이상인 치조골 결손부를 가진

치아를선택하 다. 

과도한 흡연자와 임신부나 수유중인 산모는 제외하

고, 2급이상의동요도를보이는치아는제외하 다.

본 연구는 Y대학교 치과대학병원 연구윤리심의위

원회의 심의를 거쳐 승인을 얻었으며(연세대학교 치

과대학병원 IRB No. 2-2008-0006), 연구대상에

속하는환자에게연구의목적, 설계에대하여설명하

고동의서에서명받았다. 

2. 연구계획 및 대상자 분포

환자는무작위로 2개의군으로나뉘었다. 대조군은

21명의 환자의 32개의 골내낭을 대상으로 치은박리

소파술만시행하 다. 대조군의평균연령은46.9 ±

8.6세 고, 연령 분포는 27세부터 70세 까지 다.

실험군은 25명의환자 중 29개의 골내낭을대상으로

치은박리소파술과 함께 골내낭 부위를 silicon

contained coralline hydroxyapatite와 beta

tricalcium phosphate 합성제재(BoneMedik-

DM , Meta Biomed Co. Ltd. Oksan, Korea)

로 이식하 고 판막은재위치시키거나 약간치관측으

로위치시켰다. 

3. 측정임상지표

모든 대상 환자에 대해 치석제거술과 구강 위생 교

육 후 치태지수(PI), 치은지수(GI), 탐침시 출혈

(BOP), 치주낭깊이(PD), 임상부착수준(CAL), 골탐

침 깊이(BPD)를 측정하 다. 술후 2개월, 4개월에

PI, GI를 측정하여 구강 위생 관리 상태를 유지하도

록 하 으며, 6개월 후에 초진에 측정하 던 모든 임

상지수를다시측정하 다. 술전골내낭폭경을수술

시에측정하 다(Table 1).

대조군과실험군사이에서나이와성별에관한유의

성있는차이는없었고, 임상지수와술전골내낭폭경

또한유의성있는차이를보이지않았다. 

측정된임상지표는다음과같다.

임상지수는 숙련된 3인의술자에 의하여 측정되었

고, 술전과 수술 직후, 술후 6개월에 구내방사선사진

을촬 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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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술 식
모든 수술 과정은 2% 리도카인을 이용한 국소마취

하에시행되었고, 열구내절개를통한전층판막의거

상, 육아조직의제거, 치근활택술과판막의재위치및

봉합의 과정으로 시행하 다. 대조군에서는 치은박리

소파술만 시행하 고, 실험군에서는 골내낭 부위를

Silicon contained Coralline Hydroxyapatite

와 Beta Tricalcium Phosphate(BoneMedik-

DM )로 이식하 다. 구강내 감염원에 의한 감염을

예방하고이식재료의유지를위하여일차봉합을시행

하 다(Fig 1). 

5. 수술후 처치

술 후 항생제(amoxicillin 250mg, t.i.d.)를 3일

간 처방하 고, Listerine 을 이용한 하루 3회 구강

세척을 권유 하 다. 봉합사는 7일 후 제거하 고, 환

자는2개월, 4개월, 6개월째재내원하여임상검사와

함께전문가치태조절및구강위생교육을실시하 다. 

Table 1. Study design 

PI * * * * * *
GI * * * * *
BOP * * *
PD * * *
Rec * * * * *
CAL * * *
BPD * * * *

Parameter Initial Exam After Scaling Day of Surgery Postoperative
2 months    4 months     6 months

임상지표

치주낭 깊이(pocket probing) 치은연에서 치주낭저까지 탐침 깊이

임상부착상실(clinical attachment loss) 법랑-백악경계에서 탐침되는 치주낭저까지의 거리

골탐침깊이(bone probing) CEJ에서 탐침으로 인지할 수 있는 치조골까지의 거리

치태지수(plaque index), 치은치수(gingival index) Löe and Silness index 이용하여 측정

Intrabony defect BoneMedik-DM placed into intrabony defect radiographic view of After surgery

Fig 1. Clinical and radiographic view during surgery. 



대한치과의사협회지 제47권 제9호 2009600

ORIGINAL ARTICLE

6. 통계방법

대조군과 실험군에서 술 전과 술 후 6개월 째 임상

지수를비교하기위하여paired samples t-test를

시행하 고 대조군과 실험군 간 비교를 위해

independent samples t-tset를 시행하 다. 분

석 도구로는 SPSS ver 12.0 for windows(SPSS

inc, U.S.A.)를사용하 다.

연구결과

창상의 치유는 특별한 염증 소견 없이 정상적인 치

유상태를보 다. 치유기간내내뚜렷한치은염증소

견은 관찰되지 않았고, 이식재로 인한 알러지, 감염,

환자의 불편감은 관찰되지 않았다. BoneMedik-

DM 은 임상적으로 치주조직에 의하여 피개되었고,

이식 입자의 노출이나 탈락은 관찰되지 않았다. 대상

환자들은연구종료시까지전신적으로건강해보 으

며양호한구강위생관리능력을보 다. 6개월동안

PI,GI는 초진후 치석제거후의 상태를 유지하 다

(Fig 2). 

치주낭 깊이는 대조군은 6.5±1.5㎜ 에서 3.8±

0.7㎜ 로, 실험군은 6.6±2.1㎜ 에서 3.0± 0.7㎜

로의 변화를 보 다(p<0.01). 대조, 실험군 모두에

서 실험전에 비해 실험후에 유의성 있는 감소를 보

으며, 두 군간의 변화를 비교하여 보면, 실험군에서

대조군보다 유의성있는 차이를 보임을 알 수 있다

(p<0.01)(Table 2). 

초기 치주낭 깊이에 따른 실험 후 변화를 보면, 초

기 치주낭 깊이가 7㎜ 이상인 군에서는 대조군에 비

하여 실험군에서 더 많은 치주낭 깊이의 감소를 나타

냈다(p<0.01). 또한, 초기 치주낭 깊이가 7㎜ 이상

인군에서 7㎜ 이하인군에비하여유의성있는감소

를보 다(p<0.01).

치은 퇴축은 대조군과 실험군 모두에서 유의성 있

는 증가를 보 다p<0.01). 그러나 두 군간의 유의할

만한차이를나타내지는않았다.

임상부착소실역시두군모두에서유의성있는감

소를 보 다. 대조군은 7.3±1.7㎜ 에서 5.6± 1.0

으로, 실험군은 7.6±1.7㎜ 에서 4.8±0.8㎜ 의 감

소를보 다(p<0.01).

대조군에 비하여 실험군에서 더 많은 감소를 보

으며(p<0.05), 실험군에서는초기임상부착소실이

7㎜ 이상인 군에서 7㎜ 이하인 군에 비하여 임상 부

착획득이유의성있게개선을보 다(p<0.01). 

골 탐침 깊이도 대조군과 실험군 모두에서 유의성

있는감소를보 으며(p<0.01), 대조군은8.3± 1.5

㎜ 에서 6.8±1.1㎜ 로, 실험군은8.6± 2.0㎜ 에서

6.0±1.1㎜ 로의 감소를 나타냈다. 초기 골 탐침 깊

이가 7㎜ 이상인 군에서는 실험군에서 유의성 있는

감소를보 다(p<0.01)(Table 3).

실험전후의 방사선 비교에서도 실험군에서는 이식

재료와 새로형성되는 신생골 형태로 방사선 불투과

Pre-operative(Left) and Six months post operative(Right) clinical view.

Fig 2. Clinical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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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이 현저히 관찰되었으나, 대조군에서는 치근활택

효과는 관찰되나, 신생골형성은 명확하게 관찰되지
않았다(Fig 3, 4).

Table 2. Changes in clinical parameters between baseline and 6 months postsurgery (㎜)

PD

After scaling Control 6.5 1.5 4.0 10.0
Experimental 6.6 2.1 3.0 12.0

6 months postsurgery＊ Control 3.8 0.7 2.0 5.0
Experimental 3.0 0.7 2.0 4.0

Changes Control 2.7 2.0 5.0
Experimental 3.6 1.0 8.0

Rec After scaling Control 0.8 1.0 0.0 4.0
Experimental 1.8 1.3 0.0 5.0

6 months postsurgery＊ Control 1.8 0.9 1.0 5.0
Experimental 1.9 1.0 1.0 4.0

Changes Control 1.0 1.0 1.0
Experimental 0.1 1.0 1.0

CAL After scaling Control 7.3 1.7 4.0 11.0
Experimental 7.6 1.7 5.0 12.0

6 months postsurgery＊ Control 5.6 1.0 4.0 9.0
Experimental 4.8 0.8 4.0 7.0

Changes Control 1.7 0.0 2.0
Experimental 2.8 1.0 5.0

BPD After scaling Control 8.3 1.5 5.0 12.0
Experimental 8.6 2.0 6.0 12.0

6 months postsurgery＊ Control 6.8 1.1 5.0 10.0
Experimental 6.0 1.1 4.0 9.0

Changes Control 1.5 0.0 2.0
Experimental 2.6 2.0 3.0

＊Significant from baseline: p<0.01
Significant difference between control and experimental groups: p<0.01
Significant difference between control and experimental groups: p<0.05

Group Mean SD Minimum Maximum 

Pre-oerative(Left) and Six months post operative Radiographs(Right).

Fig 3. Radiographic view of test group.

Pre-operative(Left) and post operative radiographs(Right).

Fig 4. Radiographic view of control grou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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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괄 및 고찰

HA와Beta TCP는염증반응을야기하지않고생

체내에서이물반응을보이지않으며기존골과의부착

능력이 양호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31). Jensen 등은

HA와 beta TCP가 60/40로 표준화 된 BCP가 효

과적인 신생골 형성를 이룬다고 보고하 고29), 본 연

구에서 사용된 BoneMedik-DM 역시 실리콘함유

HA와 Beta TCP가60/40의비율로조합되어있는

다공성구조의biphasic calcium phaophate이다.

또한 70%의 다공성 구조를 형성하면서 각각

100~600㎛의 기공 크기를 가진다. 이러한 기공 크

기는높은비율의다공성구조를통하여혈관화될수

있는충분한공간을유지하고, 골모세포의이주및골

침착을 유도를 도모할 수 있다32,33). 더불어 실리콘 이

온이치환된HA를사용하여골형성촉진을도모하는

것으로알려졌고, 실리콘이온은골생성에있어서중

요한 역할을 담당하는데, 그 기전으로 실리콘 이온이

HA 표면에서아파타이트핵을형성하면서골형성을

촉진한다고알려져있다30).

본연구에 참여한 모든 환자에 있어서 임상 지수의

개선을 보 으며, 특별한 염증이나 감염의 소견을 보

이지 않으면서 치유 되었다. 대조군과 실험군 모두에

서치주낭깊이와골탐침깊이의감소를보 고, 부착

Table 3. Changes in Clinical Parameters According to Preoperative Parameters (㎜)

PD≤7㎜ Control Mean 2.3 1.4 1.3 
SD 1.0 1.0 0.9 

Experimental Mean                        2.9                  2.0                 2.1§
SD 1.2 1.0 1.0 

PD>7㎜ Control Mean                       4.4＊ 2.7 2.0 
SD 0.5 0.8 0.8 

Experimental Mean                       6.0＊ 5.0                4.0 §
SD 1.7 1.6 1.6 

CAL≤7㎜ Control Mean 2.2 1.1 1.3 
SD 1.1 0.9 0.9 

Experimental Mean 2.8 1.8 1.9 
SD 1.0 0.8 0.8 

CAL>7㎜ Control Mean 3.7 2.6 1.8 
SD 1.1 0.7 0.8 

Experimental Mean                       4.9＊§ 4.3＊ 3.7 
SD 2.4 1.8 1.5 

BPD≤7㎜ Control Mean 2.0 1.0 0.6 
SD 0.8 0.8 0.5 

Experimental Mean 2.5 1.8 1.5 
SD 0.8 0.6 0.7 

BPD>7㎜ Control Mean 3.0 1.9 1.8 
SD 1.4 1.1 0.8 

Experimental Mean                       4.3                  3.3§ 3.2 
SD 2.1 2.0 1.4 

＊Significant difference between ≤7㎜ and >7㎜ groups：p<0.01
Significant difference between control and experimental groups：p<0.01
Significant difference between ≤7㎜ and >7㎜ groups：p<0.05

§Significant difference between control and experimental groups：p<0.05

PD changes CAL changes BPD chan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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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준의획득과함께약간의치은퇴축을보 다. 

대조군과실험군모두에서6개월동안낮은치태지

수를유지하 다.

치주낭깊이는대조군과실험군모두에서초기치주

낭에 비하여 유의성 있는 감소를 보 으며(p<0.01),

실험군과 대조군간에도 유의성 있는 차이를 보 다

(p<0.05). 초기깊은골내낭에서의골이식재의높은

효과는치주낭의감소에서도확인할수있다. 역시초

기 치주낭 7㎜ 이상의 군에서 합성골 이식을 했을 때

6개월후보다큰감소를볼수있었다(p<0.01)34).

치주수술은빈번하게치은퇴축을야기한다. 이전의

연구에의하면평균1.0~1.5㎜의치은퇴축이보고되

었으며, 대조군과실험군사이에서유의할만한차이를

보이지는않았다. 본연구에서도대조군1.0㎜,실험군

0.9㎜의 선행 연구와 상응하는 정도의 치은 퇴축을

나타냈다. 통계학적으로 유의할 만한 차이를 보이지

는 않았지만 실험군에서 그 수치가 비교적 작은 것으

로보아합성골이식의재생술식을통하여치은퇴축

의정도를최소화시킬수있음을고려해볼수있다. 

치주 재생치료 후 임상 부착 수준의 변화는 재생의

평가를위하여가장많이이용되는항목중하나이다.

본연구에서6개월이후대조군의부착획득은1.7㎜,

실험군의 부착 획득은 2.8㎜로 나타났다. 이결과는

실험 전후 비교시, 대조, 시험군 모두 유의성있는 부

착 획득의 개선을 보인것이다(p<0.01). 대조군과 비

교하여 실험군에서 통계학적으로유의성 있는차이를

보 는데(p<0.05), 이는 이전의 다른 연구와도 상응

하는 결과이다35). 또한 대조군에서의 부착 획득 정도

는이전의다른연구들에비하여약간높은수치를보

다36~38). 이는술전초기골내낭의형태차이때문으

로설명될수있다39,40).

초기탐침깊이가 7㎜이상이었던군에서의부착획

득이 7㎜이하 던 군에 비하여 통계학적으로 유의성

있게높게측정되었다(p<0.01). 이는깊은골결손부

에서합성골이식재가제한적인골유도능력을보이

지만공간유지를통하여접합상피의근단이동을막

고치주재생을유도함을의미한다41~45).

치주 조직의 재생을 평가하기 위한 방법으로 re-

entry, radiograph, bone probing, histologic

measurement 등이 이용되고 있다46). 가장 이상적

인 평가 방법으로 surgical re-entry이 알려져 있

다47). 하지만윤리적문제와환자의협조도, 더불어부

가적인수술과정과그에따른재생된조직의손상가능

성 등의 단점이 있으며, 경조직 재생이 아닌 신부착을

평가하는데있어서는한계를보인다고알려져있다48).

이에 본 연구에서는 비 침습적이며 골 높이 평가에

있어 효과적인 방법인 구내 방사선 사진 평가와49) 치

주재생치료후실제골높이를평가하는데신뢰성있

는 방법으로 평가받고 있는 골탐침50)을 재생 조직 평

가를 위하여 사용하 다. 본 연구에서 측정된 대조군

에서의골탐침깊이의변화는1.5㎜로나타났으며, 실

험군에서는 2.8㎜로 통계학적으로 유의성 있는 차이

를보 다(p<0.01).

각임상지수변화량간의상관관계는치주낭깊이변

화와골탐침깊이의변화보다임상부착수준의변화와

골탐침깊이의변화간의연관성이더크게나타났다.

결과적으로 치주낭 깊이로 골 재생을 평가하는 것

보다임상부착수준을통하여평가하는것이더적절

한방법이라하겠다. 

치주치료 후 발생하는 대부분의 조직학적 변화는 6

개월이내에발생한다51). Yukna 등은골이식을동반

한치주조직재생술식후36개월의관찰을통하여주

요한임상적변화는6개월에서7개월사이에발생하고

이후3년간은큰변화없이유지됨을관찰하 다52).

결과적으로 본 연구에서 관찰한 6개월의 기간은 재

생을평가하는데있어서적당한기간이라할수있다.

초기 치주낭 깊이가 깊을수록 치주낭 깊이의 감소,

임상부착수준증가, 골탐침깊이의감소가큰양상을

보 다. 이결과는Machtei 등에의한연구와일치하

는소견이고53), Renvert 등도비슷한결과를발표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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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34). 결과적으로 치주재생술식은초기골 결손부의

형태에 따라서 재생의 양을 어느정도 예측할 수 있으

며, 이식재료의유지여부와연조직피개용이성이결

과에 향을미칠수있는요소로생각할수있다.

보다 객관적인 결과의 평가를 위해서는 골 결손부의

형태에대한정 한술전표준화가필요하며, 가능하다

면, 부가적인조직학적평가가필요할것으로생각된다.

결 론

이상의 결과에서 볼 때 치주 골내낭에서 Silicon

contained Coralline Hydroxyapatite와 Beta

Tricalcium Phosphate(BoneMedik-DM )이식

을통한치주재생술식은치은박리소파술만시행한

경우에비하여치주낭깊이와골탐침깊이의감소, 임

상 부착 수준의 증가에 있어서 유의성 있는 개선결과

를얻었다. 

이 연구 결과로 볼 때 Silicon contained

Coralline Hydroxyapatite와 Beta Tricalcium

Phosphate(BoneMedik-DM )은치주재생술식의

임상 증례에서 응용되어 사용할 수 있는 효과적인 골

이식재임을확인할수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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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ternet Site : www.asdatoda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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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vent Dates : 10/29/2009 thru 10/31/2009 
City : Chicago 
State : IL 
Country : USA 
Exhibits : N 
Contact : Ms. GraceAnn Pastorelli  
Contact Name : Ms. GraceAnn Pastorelli 
Address : 211 East Chicago Avenue 
City, State, Postal Code : Chicago, IL 60611-
2678 
Phone : (312) 440-2882 
Fax : (312) 440-7494 
Internet Site : www.ada.org 

Sponsor : American Academy of Gold Foil
Operators 
Event Dates : 10/2009 (exact dates not
available) 
Location : TBA 

City : Phildelphia 
State : PA 
Country : USA 
Exhibits : Y 
Booths/Tables : 4 
Contact : Dr. Robert C. Keene  
Contact Name : Dr. Robert C. Keene 
Organization : American Academy of Gold
Foil Operators 
Address : 1 Woods End Road 
City, State, Postal Code : Etna, NH 03750-
4318 
Phone : (603) 643-2899 
Fax : (603) 643-0104 
E-Mail : robert.c.keene@hitchcock.org 
Internet Site : www.goldfoil.org

Sponsor : Communications 
Event Dates : 11/2/2009 thru 11/2/2009 
City : Chicago 
Country : USA 
Exhibits : N 
Contact : Ms. Nicole Stoufflet  
Contact Name : Ms. Nicole Stoufflet 
Organization : Communications 
Address : 211 E Chicago Ave. 
City, State, Postal Code : Chicago, IL  

Event Dates : 11/5/2009 thru 11/6/2009 
City : Chicago 
State : IL 
Country : USA 
Exhibits : N 
Contact : Ms. Esperanza Gonzalez  
Contact Name : Ms. Esperanza Gonzalez 
Address : 211 East Chicago Avenue 
City, State, Postal Code : Chicago, IL 60611-
2678 
Phone : (312) 440-2698 
Fax : (312) 440-7494 
Internet Site : www.ada.org 

Event Dates : 11/9/2009 thru 11/11/2009 
City : Chicago 

State : IL 
Country : USA 
Exhibits : N 
Contact : Ms. Jessie Elie  
Contact Name : Ms. Jessie Elie 
Address : 211 East Chicago Avenue 
City, State, Postal Code : Chicago, IL 60611-
2678 
Phone : (312) 440-2527 
Fax : (312) 440-2536 
Internet Site : www.ada.org 

Session Description : Annual Meeting 
Sponsor : American Academy of Implant
Dentistry 
Event Dates : 11/10/2009 thru 11/15/2009 
Location : New Orleans Hilton Riverside 
City : New Orleans 
State : LA 
Country : USA 
Exhibits : Y 
Booths/Tables : 175 
Contact : Ms. Sara May  
Contact Name : Ms. Sara May 
Organization : American Academy of Implant
Dentistry 
Address : 211 East Chicago Ave.  Suite 750 
City, State, Postal Code : Chicago, IL 60611-
2637 
Phone : (312) 335-1550 
Fax : (312) 335-9090 
E-Mail : info@aaid.com 
Internet Site : www.aaid.com 

Sponsor : Legal 
Event Dates : 11/13/2009 thru 11/14/2009 
City : Chicago 
State : IL 
Country : USA 
Exhibits : N 
Contact : Mr. Earl Sewell  
Contact Name : Mr. Earl Sewell 
Organization : Legal 
Address : 211 East Chicago Avenue 
City, State, Postal Code : Chicago, IL 60611-
2678 
Phone : (312) 440-2499 
Fax : (312) 440-7494 

Novemb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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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ternet Site : www.ada.org 

Sponsor : Philadelphia County Dental Society 
Event Dates : 11/13/2009 thru 11/13/2009 
City : Citizens Bank Park 
State : PA 
Country : USA 
Exhibits : N 
Contact : Ms. Teresa Ravert  
Contact Name : Ms. Teresa Ravert 
Organization : Philadelphia County Dental
Society 
Address : Philadelphia County Dental Society 

1 Independence Place 
241 South Sixth Street 
Unit #3101 
City, State, Postal Code : Philadelphia, PA
19106-3797 
Phone : (215) 925-6050 
Fax : (215) 926-6998 
E-Mail : philcodent@aol.com 
Internet Site : www.philcodent.org 

Event Dates : 11/19/2009 thru 11/21/2009 
City : Chicago 
State : IL 
Country : USA 
Exhibits : N 
Contact : Ms. Anna Hudson  
Contact Name : Ms. Anna Hudson 
Address : 211 East Chicago Avenue 
City, State, Postal Code : Chicago, IL 60611-
2678 
Phone : (312) 440-2759 
Fax : (312) 440-7494 
Internet Site : www.ada.org

Event Dates : 11/20/2009 thru 11/20/2009 
City : Chicago 
State : IL 
Country : USA 
Exhibits : N 
Contact : Ms. Linda Furcello 
Contact Name : Ms. Linda Furcello 
Address : 211 E. Chicago Avenue 
City, State, Postal Code : Chicago, IL 60611 

Sponsor : Greater New York Dental Meeting 
Event Dates : 11/27/2009 thru 12/2/2009 
Location : Jacob K. Javits Convention Center
& NY Marriott Marquis Hotel 
City : New York 
State : NY 
Country : USA 
Exhibits : Y 
Booths/Tables : 1555 
Contact : Dr. Robert R. Edwab  
Contact Name : Dr. Robert R. Edwab 
Organization : Greater New York Dental
Meeting 
Address : Suite 800  570 - 7th Avenue 
City, State, Postal Code : New York, NY
10018-1608 
Phone : (212) 398-6922 
Fax : (212) 398-6934 
E-Mail : info@gnydm.com 
Internet Site : www.gnydm.com 

Sponsor : Administrative Services 
Event Dates : 12/6/2009 thru 12/8/2009 
City : Chicago 
State : IL 
Country : USA 
Exhibits : N 
Booths/Tables : 0 
Contact : Ms. Michelle Kruse  
Contact Name Ms. Michelle Kruse 
Organization : Administrative Services 
Address : 211 East Chicago Avenue 
City, State, Postal Code : Chicago, IL  

Sponsor : Membership and Dental Society
Services 
Event Dates : 12/7/2009 thru 12/8/2009 
Location : ADA Headquarters 
City : Chicago 
State : IL 
Country : USA 
Exhibits : N 
Contact : Ms. Stephanie Starsiak Contact
Name Ms. Stephanie Starsiak 
Organization : Membership and Dental

Society Services 
Address : 211 E. Chicago Ave. 
City, State, Postal Code : Chicago, IL 60611 
Phone : 312.440.4699 
Fax : 312.440.2883 
E-Mail : starsiaks@ada.org 
Internet Site : www.ada.org 

Session Description : Annual Mid-Winter
Dental Meeting 
Sponsor : Minneapolis District Dental Society 
Event Dates : 12/4/2009 
Location : Minneapolis Marriott Southwest Hotel 
City : Minneapolis 
State : MN 
Country : USA 
Exhibits : Y 
Booths/Tables : 50 
Contact : Ms. Michelle M. Quade Click on
the contact name for additional information 
Contact Name : Ms. Michelle M. Quade 
Organization : Minneapolis District Dental
Society 
Address : Minneapolis District Dental Society
Stony Lake Office Park 2475 15th Street NW,
Ste C 
City, State, Postal Code : New Brighton, MN
55112-5606 
Phone : (651) 631-9845 
Fax : (651) 631-9846 
E-Mail : mdds@mplsdds.org 
Internet Site : www.mplsdds.org 

Sponsor : Government Affairs 
Event Dates : 12/3/2009 thru 12/5/2009 
City : Charleston 
State : SC 
Country : USA 
Exhibits : N 
Contact : Mr. John Holtzee 
Contact Name : Mr. John Holtzee 
Organization : Government Affairs 
Address : 211 East Chicago Avenue 
City, State, Postal Code : Chicago, IL 60611-2678 
Phone : (312) 440-3520 
Fax : (312) 440-7494 
Internet Site : www.ada.org 

Decemb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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