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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Sinus floor elevation with ostetome is an effective and less invasive technique for insufficient residual bone of

maxillary posterior area. It was reported that longer implant fixtures than 9mm had higher success rate. In maxillary

posterior area, however, anatomic structure, pneumatization and alveolar bone atrophy disturb installation of longer

fixtures. Osteotome technique overcomes poor bone quality and makes it easy to install fixtures on insufficient

residual bone area, but its blind approach could cause complications such as membrane perforation. Therefore,

procedures and results of osteotome technique can be evaluated by radiographic observation. This case report

examines radiographic characteristics and changes of two patients who received bone added osteotome sinus floor

elevation. Both patients presented insufficient residual bone on posterior maxillary area, due to sinus pneumatization

and advanced periodontal disease. Sinus augmentation were achieved by Summer’s osteotome technique in

conjunction with the application of bone materials(Cerasorb , Dembone , or MBCP ). Periodic radiographs showed

new bone formation and remodelling around installed implant. In addition, resorption of previous sinus floor and re-

formation of new sinus floor were no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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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서론론

1
969년 Brånemark이 완전 무치악 환자에서 임프

란트를 이용한 수복 치료를 소개한 이래1) 임프란

트 치료는 부분 무치악 환자에서도 양호한 결과를

보 으며2~10), 현재는 단일 치아의 수복에까지 확장되어

유용하게 사용되고 있다6,7,10,11). 그러나 상악동이나 하치

조 신경관 등의 해부학적 구조물로 인해 안전한 임프란

트 식립이 어려운 경우가 많다. 최근 몇몇 연구에서 짧

은 임프란트의 성공율이 10mm이상의 임프란트와 유의

성 있는 차이를 보이지 않는다는 결과로 임상적인 가능

성을 보여주고 있지만6,12~14), 임프란트의 표면적이나 보

철 수복후의 치관-치근 비율(Crown-root ratio)을 고

려할 때 9mm이상의 임프란트 식립이 안전하다고 알려

져 있다4,8,9,15,16). 

상악동의 함기화(pneumatization)로 인한 가용골의 퇴

축 때문에 상악 구치부의 임프란트 식립은 대부분 해부

학적 제한을 받게 된다. 상악동의 하연과 구치부 치조정

간의 거리가 10mm이하의 경우는 상악동 거상술을 고

려하여 임프란트를 식립하여야 할 것이다. Jensen은 가

용골이 3mm이하인 경우는 2단계 측벽 상악동 거상술

(2 staged lateral sinus augmentation), 3~4mm에

서는 1단계 측벽 상악동 거상술, 그리고 5mm이상인 경

우는osteotome을이용한상악동거상술을추천하 다17).

상악 구치부의 불량한 골질은 부족한 가용골 이상으로

임프란트 성공율에 향을 미칠 수 있다. 1991년,

Jaffin과 Berman18)에 의하면, 상악 구치부의 불량한

골질은 임프란트 성공률을 현저히 떨어뜨릴 수 있다는

연구 결과를 발표하 다. 골질별로 환자군을 분류한 결

과, 다른 군의 성공률(97%)보다 불량한 골질(soft

bone)에서 현저히 떨어진 결과(65%)를 보 다. 특히 불

량한 골질의 환자군을 재분류하 을 때, 상악 구치부의

불량한 골질은 50%의 저조한 성공률을 보여주고 있다.

불량한 골질에서의 임프란트 식립시 초기 고정을 위하

여 Summers는 osteotome을 이용한 식립을 제안하

으며, 이 술식으로 전술한 상악동 거상술을 동시에 시행

할 수 있다19~22). 

2004년 Bragger는 osteotome sinus floor

elevation(OSFE)을 이용한 ITI 임프란트 주위의 조직

변화를 방사선학적으로 분석하여 sinus graft

remodeling index를 다음과 같이 제시하 다23). 

score 0 : 증강된 골이나 이식재가 보이지 않는다.

score 1 : 상악동 내에 불명확한 경계를 보이는 흐린

양상의 방사선 불투과상이 관찰되며 이전의

상악동저는 명확히 관찰된다.

score 2 : 임프란트 근첨부에 명확한 방사선 불투과

상이 관찰되며 이전의 상악동저는 흡수되

기 시작한다.

score 3 : 이식부위 상방으로 새로 형성된 상악동저

가, 하방으로는 방사선 불투과상이 관찰되

며 이전의 상악동저는 흡수되었다.

본 증례 보고는 ostetome을 이용한 상악동 거상술을

이용한 증례를 방사선학적으로 분석하여 임프란트 근첨

부위의 골변화 양상을 관찰하고자 한다.

증증례례발발표표

CASE 1

2004년 6월, 52세 남환이 씹을 때 오른쪽 위 잇몸이 아

프다는 주소로 연세 대학교 치과병원 보존과에 내원하

다. 국소적인 치은의 발적과 부종 상태가 관찰되었으

며, 방사선 사진 상에서 골내 결손의 양상을 관찰 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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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었다(Fig.1). 보존과에서 #17의 무수치로 진단되어 보

철물 제거 후에 본과에서 동측 부위에 치주 판막 수술을

시행하 으며, 수술시 #17의 환상형의 골내 결손과 이

개부 이환을 관찰할 수 있었다. 치주적 예후 불량으로

발치를 시행하 으며 3개월 후 임프란트 식립을 결정하

다. 

상악동의 함기화와 치주염으로 인해 잔존골이 퇴축된

임프란트 식립 부위는 6.1mm(#17)와 8.7mm(#16)로

계측되었다. #17 부위의 환상형 골내낭이 있던 부위는

아직 치유가 완전히 되지 않아 골질이 매우 좋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었다(Fig.2). 10mm 임프란트 식립을 위

해 상악동 거상이 필요하 으며, 불량한 골질을 개선하

여 초기 고정을 높이기 위하여 OSFE를 시행하기로 하

다. 

약 4mm 이상의 골증강이 필요한 #17부위는

osteotome을 이용한 골첨가 상악동 거상술(Bone

added osteotome sinus floor elevation; BAOSFE)

을, 1mm정도의적은 골증강이필요한 #16부위는OSFE

를 시행하 다. 1994년 Summers가 제안한 방법으로

osteotome을 사용하여 상악동을 거상하 으며19,20), #17

Fig. 1. 환자 초진 파노라마 사진. #17 주위의 환상형 골내
결손을 의심할 수 있다.

Fig. 3. 식립 직후 방사선 사진. dome 형태로 상
악동이 거상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Fig. 4. 식립 7주 후 방사선 사진. 기존의 상악동
저가 흡수되기 시작하는 것이 관찰된다.

Fig. 2. 발치 3개월 후 방사선 사진. 부족한 잔존
골과 골내 결손이 있던 부위에 아직 치유가 완전히
일어나지 않았음을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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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위의 골증강은 ß-tricalcium phosphate(Cerasorb

,Curasan™)와 DFDBA(Dembone ,Pacific Coast

Tissue Bank™)를 섞어 사용하 다. Valsalva

maneuver시 상악동 점막(schneiderian membrane)

의 천공 소견은 보이지 않았으며, 골이식재를 적용할 때

마다 조심스럽게 검사하 다. 

식립 직후의 방사선 사진 상에서 임프란트 근첨 부위의

dome형태로 거상된 상악동과 방사선 불투과상의 골이

식재 입자들을 관찰할 수 있었다(score 1; Fig.3). 식립

7주후의 방사선 사진 상에서 거상된 상악동저 주위로

명확한 경계가 형성되었으며 골이식재는 방사선 불투과

상이 약간 사라지는 것으로 보아 흡수되고 있음을 추측

할 수 있다. 이전의 방사선 사진과 비교할 때 원래 위치

의 상악동저는 흡수가 시작되었음을 알 수 있다(score

2; Fig.4). 5개월 후의 방사선 사진에서는 이전의 상악

동저 흡수가 계속되어 방사선 불투과상의 경계가 흐려

지는 것이 관찰되며, 이식부위 바깥쪽부터 골소주의 형

성이 시작되는 것이 관찰되었다(score 2; Fig.5). 16개

월 후 방사선 사진 관찰시, 이식부위는 약간 수축하 으

며 경계부는 더욱 명확하게 재형성되었다. 이전의 상악

동저는 흡수되어 구분하기 힘들 정도이며 이식부에 전

반적으로 골소주가 형성되었다(score 3; Fig.6). 22개

월 후의 방사선사진에서는 이식부의 수축이 진행되고

있음을 관찰할 수 있으며, 골재형성(remodelling)에 의

하여 골소주가 명확하게 드러나며 골질이 향상되고 있

음을 추측할 수 있다(score 3; Fig.7). 검사 기간 동안

임프란트 주위의 염증 소견은 관찰할 수 없었다.

Fig. 5. 식립 5개월 후 방사선 사진. remodelling
이 계속되고 있다.

Fig. 6. 식립 16개월 후 방사선 사진. 기존의 상악
동저는 사라지고, 이식 부위에 골 소주가 형성되었
음을 관찰할 수 있다.

Fig. 7. 식립 22개월 후 방사선 사진. 16개월후 사
진보다도 이식 부위가 더 수축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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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SE 2

2005년 2월, 23세 남환이 #26, 46 부위의 이차 우식

에 의한 잔존 치근을 주소로 연세 대학교 치과병원 보철

과에 내원하 다. 내원 당시 방사선 사진 상에서 근단부

병소가 진행하여 골내낭이 크게 형성되어 있는 것이 관

찰되었다(Fig.8). 본원 구강외과에서 발치를 시행한 후

4개월째에 임프란트 식립을 위해 본과로 의뢰되어 내원

하 다. 내원 당시, 하악 우측 제1대구치부위는 치유가

되었지만, 상악 좌측 제1대구치 부위는 아직 치유가 완

전히 되지 않은 상태 다. 환자분의 사정으로 하악의 임

프란트만 먼저 시행하고 추후에 상악 임프란트를 식립

하기로 하여, 2006년 4월에 상악 임프란트를 시행하

다. 

발치 후 4개월 후의 방사선 사진 상에서 완전히 치유되

지 않은 병소부를 관찰할 수 있으나(Fig.9), 8개월 후에

는 병소부 내의 치유가 더 진행되어 골질이 향상되었음

을 추측할 수 있다(Fig.10). 상악동의 함기화로 인하여

수축된 잔존골은 5.7mm로 계측되어 안정적인 임프란

트 식립을 방해하고 있다. 10mm의 임프란트 식립을 위

해 약 5mm의 상악동 거상술이 필요하여 BAOSFE를

시행하기로 계획하 다. #27의 근심 이동으로 #26 부

위가 좁아 식립 후 치유 기간 동안 #27의 원심 이동을

시킬 예정이었다.

상악동 거상은 2004년의 Summers의 기존 방법을 기

본으로 하 으며19,20) 골질이 불량하기 때문에 drill은 상

부의 피질골 부위 외에는 사용하지 않았다. 

거상된 상악동 부위의 골이식은 macroporous

biphasing calcium phosphate(MBCP , Biomalante™)

를 사용하 으며 상악동 점막의 천공 소견은 보이지 않

았다.

식립 직후의 방사선 사진 상에서 임프란트는 기존의 상

악동내로 관통되어 식립 되었으며, 그 주위로 dome형

태의 방사선 과립성 불투과상 이식재를 관찰 할 수 있

다. 기존의 상악동저는 명확하게 관찰되고 있다(score

1; Fig.11). 식립 4개월 후의 방사선 사진에서 골증강된

부분의 방사선 불투과상이 더욱 명확해진 것을 관찰할

수 있으며, 수술 직후에 보 던 dome모양의 이식부위

를 넘어 상악동 점막이 거상된 경계 부위까지 골화가 일

어난 양상을 관찰할 수 있다. 기존의 상악동저는 흡수되

어 이전의 양상보다 흐려진 상을 보이며, 전반적인 부위

에 걸쳐 골소주가 형성된 모습이 관찰된다. 그러나 이식

Fig. 8. 환자 초진 파노라마 사진. #26,46 부위의 잔존 치근과 함께 골내낭을 관찰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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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위상부 피질골화에 의한 새로운 상악동저의 형성은

아직 명확하게 관찰되지는 않는다(score 2). 잔존골 내

의 임프란트 주위골도 식립 직후와 비교할 때 방사선 투

과상이 진해진 것을 확인할 수 있으며 교정에 의해 #17

의 치근이 근심 이동하는 양상을 관찰할 수 있다

(Fig.12). 검사 기간동안 임프란트 주위의 염증 등은 관

찰되지 않았다.

총총괄괄및및고고찰찰

1994년 Summers는 골질이 좋지 않은 type 3과 4에서

osteotome을 이용한 임프란트 식립의 성공적인 가능성

을 제시하 다22). 이후 불량한 골질에서의 식립 이외에

도 상악동 거상술, 치조골 증대술 등의 유용한 방법으로

Ⅲ

Fig. 9. 발치 4개월 후 방사선 사진. 이전의 골내
낭 부위가 아직 완전히 치유되지 않은 양상을 관찰
할 수 있다.

Fig. 10. 발치 8개월 후 방사선 사진. 4개월 후의
사진에 비해 치유가 진행되어 골질이 향상된 것을
알 수 있다.

Fig. 11. 식립 직후 방사선 사진. 상악동내로 식립
된 임프란트 주위에 이식재가 dome형태로 유지되
고 있다.

Fig. 12. 식립 4개월 후 방사선 사진. 이식 부위의
방사선 불투과상이 증가하 으며, 이식재가 없이
상악동 점막이 거상된 부위(Fig.11과 12의 흰색 화
살표)도 골화가 일어나 방사선 불투과상을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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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되고 있다19~21,23~27). 특히 상악동 거상술의 경우 측벽

에 시행하는 window opening 상악동 거상술에 비해

덜 침습적이기 때문에 시술 시간도 줄여주며, 술후 환자

의 불편감등을 줄여주어 임상적으로 널리 사용되고 있

다. 

Osteotome을 이용한 상악동 거상술(OSFE)의 단점은

술자의 시야를 벗어난 부위에 골증강을 하고 임프란트

를 식립해야 한다는 것이다. 상악동의 얇은 점막을 찢지

않고 골이식을 해야 한다는 점에서 치명적 단점이 될 수

있다. 또한 동시에 임프란트를 식립하기 때문에 두 번에

걸쳐 시행되는 상악동 거상술처럼 골질을 다시 확인할

수 없기 때문에 OSFE의 경우는 방사선 사진 상으로 술

식과 결과를 평가해야 한다. 

OSFE의 방사선적 분석에 대한 최근의 연구들은 95%

이상의 높은 성공률과 함께, 평균 3~4mm의 상악동 거

상 및 골증강을 방사선적으로 관찰하 다26). 본 증례 보

고에서는 2004년 Bragger가 제안했던 Sinus graft

remodeling index23)를 참고하 는데, score가 증가할

수록 골이식재의 흡수가 증가하며 신생골이 이식 부위

내에 형성되고 골소주를 형성하는 양상을 나타낸다. 이

식 부위내의 변화만큼 기존의 상악동저의 피질골판의

흡수 유무와 새로운 상악동저의 형성을 중요하게 관찰

하 으며, score 3은 이식 부위가 거의 모두 재형성되

어 기존의 잔존골과 거의 같은 방사선적 양상을 나타낸

다. 최근의 다른 연구에서 6~7개월 단기간 동안의 방사

선적 분석에서 약 35%에서 새로운 상악동저의 피질골

화를 관찰하 다24). 본 첫 번째 증례에서는 16개월째의

방사선 사진부터 score 3을 나타냈으며(Fig.6), 두 번째

증례의 4개월째 사진에서 score 2를 보이며 새로운 상

악동저의 피질골화는 관찰되지 않았다(Fig.12). 첫 번째

증례에서 보듯이 16개월과 22개월 후의 방사선 사진 사

이에 이식 부위의 수축과 골 재형성화가 진전되는 것으

로 보아 2년 정도 경과시에도 골이식재의 흡수와 재형

성이 지속된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Fig.6, 7). 

골이식재의 흡수가 언제까지 지속될 것인지는 명확히

알 수 없지만, 본 증례들에서 임프란트 주위에 성공적으

로 골증강이 되었음을 알 수 있다. 특히 두 번째 증례의

4개월째 방사선 사진에서 보듯이 골이식재가 들어간 부

위 이외에도 상악동 점막이 거상된 부분(Fig.12)에서 새

로 형성된 골과 같은 불투과상의 방사선학적 양상이 관

찰된다. 즉, 상악동 점막의 천공 없이 공간이 유지되는

부위는 골형성이 일어난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본 교실의 증례에서 상악동의 함기화나 치주질환에 의

한 치조골의 소실로 임프란트 식립이 어려운 상악구치

부에 osteotome을 이용하여 덜 침습적으로 상악동을

거상하여 임프란트를 성공적으로 식립할 수 있었다. 직

접 확인할 수 없는 부위에서의 상악동 거상과 임프란트

식립은 방사선학적 관찰로 결과를 확인할 수 있었다. 방

사선 사진으로 수술 직후의 상악동 점막의 천공 여부를

간접적으로 확인할 수 있으며, 수술 후의 주기적인 방사

선학적 관찰로 거상된 부위의 골형성을 관찰할 수 있었

다. 본 증례 보고에서 사용된 sinus graft remodeling

index를 통해 OSFE의 방사선적 변화를 객관화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되며, 관련 연구가 좀 더 필요하지만

임프란트 부하 시기 결정도 가능하리라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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