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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ull mouth rehabilitation with iliac bone graft for a patient with
traumatic neuroma in mandib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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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
Damaged sensory nerves in the facial area might show spontaneous recovery. However, imperfect regeneration, such as paresthesia,
numbness, and painful pathologic regeneration can occur in some cases. Therefore, iatrogenic nerve damage should be avoided during
implant placement in patients with alveolar bone atrophy. For placement of implants in the posterior area of the mandible, the
corresponding anatomical structures including the inferior alveolar nerve are of concern. Herein, we presented a case of a patient who
developed traumatic neuroma after undergoing full mouth rehabilitation with implants in another hospital. Treatment at our facility
included the removal of all implants posterior to the mental foramen, followed by an autogenous iliac bone graft performed on the
atrophied alveolar ridge of the mandible. Subsequently, implants were placed in the grafted sites. Finally, the patient showed functional
and esthetic resul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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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uroma)을 형성하게 된다. 외상성 신경종은 적절히 성장

서

론

하거나 수초형성을 못하므로 이를 자극하면 심한 동통과
감각이상이 초래된다[4].

하악에 임플란트 식립 시 구치부 가용골의 높이는 하치

악안면영역의 신경학적 문제들은 매우 다양해서 외상성

조신경에 의해 범위가 제한된다[1]. 안전영역이란 신경 혈

신경손상으로 인한 동통이 있는 경우 운동신경계, 자율신

관 다발을 침범하지 않고 임플란트를 안전하게 지지할 수

경계, 감각신경계 모두가 관련성을 가지므로 약물치료와

있는 골 안의 부분으로 정의되는데, 하치조신경의 경우 안

수술적 치료 등을 동반하는 것이 필요하다. 외과적 시술로

전영역이 하악관 상방 약 2 mm이다[2]. 하지만 임플란트

는 감압법, 신경문합법, 이식술 등이 고려될 수 있다.

매식시 신경 손상 가능성을 배제 할 수는 없으며, 삼차신

본 증례는 타 병원에서 하악에 임플란트를 식립한 후 외

경과 이 신경의 분지들이 손상 받을 경우 환자들은 발음,

상성 신경종이 발생한 환자에서 원인이 된 임플란트를 제

저작 및 사회적 관계의 불편감을 겪게 된다.

거하고, 위축된 하악골에 자가장골 온레이 형태로 이식을

대부분의 감각 손상은 자연적인 회복 과정을 겪을 수 있

한 후 임플란트로 전악 수복하여 만족할 만한 결과를 얻

으나, 가벼운 감각저하(hypoesthesia)에서 보다 심각한 감

었다.

각이상(paresthesia)까지 반영구적인 손상이 다양하게 나타
날 수 있다[3]. 손상된 신경의 중심지와 원위부 사이에 이

증례보고

물장벽이 있어 성공적인 신경재생이 어려울 경우 신경이
그 장벽에서 계속 증식하여 외상성 신경종(traumatic

본 증례의 환자는 53세 여환으로 타 병원에서 약 4개월
전 전악 임플란트 매식 및 보철 후 생긴 하악의 동통을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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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로 본원 응급실을 내원하였다. 내원 시 상악 양측 견치
를 제외하고 상하악 모두 전악 임플란트 보철 상태였다
(Fig. 1). 환자는 C형 간염으로 정기적으로 의과적 치료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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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 Panoramic view at initial visit.

Fig. 3. Panoramic view after iliac bone graft of mandible.

받고 있었고, 그 밖의 특이할 만한 의과적 병력은 없었다.

본과에 의뢰되었고, 자가장골 이식 4개월 후 임시의치를

임상 검사상 턱과 이순구 부근의 부종과 심한 동통과 감

복제해 제작한 방사선 스텐트(radiographic stent)를 착용하

각이상이 확인 되었고, 최대개구량은 약 30 mm였으며, 구

고 촬영한 CT와 진단모형을 분석해 임플란트 식립 부위,

내 하악 우측 이공 부근에 결절상 치은 증식이 관찰 되었

개수, 직경과 길이 등을 선정해 1차 수술을 시행하였다

다. 이신경을 차단하자 통증이 경감되어 환자의 임상증상

(Fig. 4). 1차 수술 일에 먼저 장골 이식시 고정했던 금속

과 임플란트 식립 후 발생했다는 점을 토대로 임플란트 식

판과 금속핀을 제거하였고, 상악에 남아 있던 #13, 23 또

립시 발생한 삼차신경의 외상성 신경종으로 진단하였다.

한 2차우식으로 인해 발거와 동시에 즉시 식립하였다.

이후 환자는 통증이 계속되자 거리상의 문제로 식립한 병

4개월 후 위축된 골과 함께 부족했던 연조직에 대한 치

원에 내원하여 #42,43,44,45,46 임플란트를 제거하였고, 그

료를 병행하기로 하여 구개 점막 이식을 이용한 전정성형

상태로 본원 구강외과에 다시 내원하였다(Fig. 2). 하악 우

술과 임플란트 2차 수술을 시행하였다(Fig. 5). 감각 이상

측 임플란트 제거 후 바늘로 찌르는 듯한 통증은 호전되

의 직접적 원인은 아니나 교합평면 부조화로 발생할 비정

었으나 여전히 턱 끝의 이상감각 등을 호소하여 남아 있

상적 측방압 등을 배제해 이식한 장골의 흡수를 줄이고 임

는 하악 좌측의 신경 또한 손상되었다고 판단하고 하악 좌

플란트에 위해한 외력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상악의 임

측 이공 후방의 #34,35,36,37 임플란트와 #47 임플란트를

플란트 보철도 모두 다시 하기로 하였다. 2차 수술 1개월

제거하고 하악에 자가장골 이식을 시행하였다(Fig. 3).

후 본과에서 개인트레이 제작을 위해 알지네이트로 상하

환자는 자가장골 이식 후 하악 임시의치 제작을 위하여

악 인상을 채득하고, 임플란트 고정체에 임플란트 코핑을

Fig. 2. Introral photo after removal of #42,43,44,45,46 implant. (A) Maxillary occlusal view, (B) Right buccal view during centric occlusion,
(C) Frontal view during centric occlusion, (D) Left buccal view during centric occlusion, (E) Mandibular occlusal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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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악 #33,34,42,45 임플란트의 CAD/CAM 맞춤 지대주와 임
시보철을 제작했다(Fig. 6). 하악 임시보철의 경우 치주 수술
후 치유를 도울 수 있는 형태로 제작하였다. 치근단변위판막
술을 시행한지 1개월 후 상악과 나머지 하악 임플란트에 대
한 pick up인상을 채득해 주모형을 제작하고 중심위와 수직
고경 결정 및 안궁 이전을 시행하였다. 과두 경로에 따른 전
치 유도로 및 교두각도를 조절하여 전방, 측방 운동시 구치
를 이개하여 중심위와 편심위 모두에서 이상적인 교합을 형
성할 수 있도록 Hobo가 제시한 twin-stage method대로 왁스
업을 시행하였다(Fig. 7)[5,6]. 왁스업 모형을 double scanning
하여 CAD/CAM 맞춤 지대주와 임시치아(PMMA disk,
Yamahachi, Gamagori, Japan)를 제작했다(Fig. 8).
1개월 간 임시치아 상태에서 환자의 적응을 평가 한 후
교차마운팅을 위한 바이트를 채득하고 지대주 레벨에서
Fig. 4. (A) Frontal view during centric occlusion wearing radiographic stent on mandible, (B) Mandibular occlusal view, (C) Panoramic view with radiographic stent on.

인상 채득하여 교합기에 교차마운팅 하였다(Fig. 9). 지르
코니아 코핑을 구내에 시적해 본 후 단일구조지르코니아
구조물(Prettau®, Zirconia, zirkonzahn, Bruneck, Italy)에
Porcelain veneering(Cerabien ZR, Noritake, Nagoya, Japan)

연결한 후 폴리비닐실록산 인상재(Honigum® Mono, Light,

하여 환자 구내에 최종 보철물을 장착하였다(Fig. 10). 좌

DMG, Hamburg, Germany)로 pick up 인상 채득해 주모형

우측 균일한 교합이 이루어지며, 견치 유도가 됨을 확인하

을 제작하였다.

였다.

상악의 경우 PTV(Periotest value) 결과가 불량하여 치유

이식골의 흡수를 대비하여 과잉된 량을 이식하였음에도

지대주 상태로 더 지켜 보기로 하였고, 하악은 부착치은을

불구하고 식립 후 파노라마 사진 상에서 우측 구치부에 약

더 증강시키기 위해 치근단변위판막술을 추가적으로 시행

간의 골 소실이 관찰되었다. 하지만 초진 내원 시에 비해

하였다. 양손 조작법과 Willis method로 중심위, 수직고경

통증이 많이 개선되었으며 그 밖의 저작, 발음 등의 기능

을 결정하고, 안궁 이전하여 반조설성 교합기에 마운팅해

과 심미 모두에서 만족할 만한 결과를 얻었다(Fig. 11).

Fig. 5. Intraoral photo after 2nd surgery. (A) Maxillary occlusal view, (B) Madibular occlusal view.

Fig. 6. (A) Face-bow transfer, (B) Jaw relation registration, (C) Provisional restor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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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7. (A) Balancing side during left lateral excursion, (B) Maxillary occlusal view, (C) Working side during left lateral excursion, (D) Right
buccal view during centric occlusion, (E) Frontal view during centric occlusion, (F) Left buccal view during centric occlusion, (G) Working
side during right lateral excursion, (H) Mandibular occlusal view, (I) Balancing side during right lateral excursion.

Fig. 8. Provisional restoration with CAD/CAM customized abutment and PMMA block. (A) Maxillary occlusal view, (B) Right buccal view
during centric occlusion, (C) Frontal view during centric occlusion, (D) Left buccal view during centric occlusion, (E) Mandibular occlusal
view.

높이, 길이, 그리고 각도 등을 평가하며, 골의 양이 계획된

고

찰

보철물을 지지하기에 부족하다면 골이식이 고려된다. 자
가골 이식을 위한 공여부는 많은 골조직을 얻기에는 한계

이상적인 치료계획을 위해 적절한 임플란트 지지를 얻

가 있지만 구강내 공여부인 하악 이부, 하악지, 상악결절

기 위한 우선적인 기준은 가용골의 양이다. 가용골의 너비,

등이 있고, 비교적 많은 양의 골조직을 얻을 수 있는 장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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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9. (A) Face-bow transfer, (B) and (C) J aw relation registration for cross mounting, (D) Mounting maxillary cast with the face-bow, (E)
and (F) Cross mounting of casts.

Fig. 10. Intraoral photo with definitive restoration. (A) Maxillary occlusal view, (B) Right buccal view during centric occlusion, (C) Frontal
view during centric occlusion, (D) Left buccal view during centric occlusion, (E) Mandibular occlusal view.

골과 해면골을 함께 채취할 수가 있으며, 공여부의 합병증
발생이 적고, 악골과 골질이 유사 하기 때문에 자가골 블
록 이식 시 널리 사용된다[7]. 이식편이 치유되면 임플란
트를 식립 하게 되는데 임플란트를 식립 하기 전에 이식
편 유합을 위해서는 충분한 치유과정이 필요하며, 또한 임
플란트 식립을 통해 신생골을 자극, 유지시켜야 하므로 너
무 늦어서도 안된다[8]. 장골 이식 후 임플란트를 식립 하
기까지 약 4개월 동안 치유기간을 갖는 것이 좋다[9]. 치
조골 재건에 있어 골이식시 이식골의 흡수나 노출, 감염

Fig. 11. Panoramic view with definitive restoration.

등의 합병증이 발생할 수 있으며, 연조직의 부족으로 골
(ilium), 경골(tibia), 늑골(rib)과 같은 구강외 부위가 있다.

이식재를 봉합하기 어려울 수 있다. Misch 등에 의하면 자

이 중에서도 장골은 많은 양의 골 채취가 가능하고, 피질

가 장골 이식시 4개월 후 골 흡수량이 약 40.4% 였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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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였다[10]. 따라서 원하는 치조골 높이를 얻기 위해서는
이식골의 흡수를 고려하여 목표하는 골 증대량의 30~40%
정도 과증대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한 골조직뿐만 아니

2.

라 연조직의 재생을 유도하는 장점이 있는 골 신장술과 전
정 성형술 등을 동반하는 것은 많은 양의 골 증가를 위한
좋은 보조요법이다. 연조직으로부터 혈류 공급을 받을 수

3.

있기 때문에 염증이나 골 흡수에 대한 저항력이 신장된다
는 장점도 있다.

4.

본 증례에서는 임플란트 식립시 하치조신경에 외상성
신경종이 생긴 환자에서 원인이 되는 임플란트를 제거하
고, 자가장골이식과 전정성형술 및 치근단변위판막술을

5.

시행한 후 이상적인 교합평면, 중심위, 수직고경 설정 및
견치유도교합을 부여하여 전악 임플란트 보철 수복하고,
효과적인 치료를 위하여 구강내과 진료를 병행하였다. 환

6.

자는 매1년마다 정기적으로 내원하여 유지관리 중이며, 통
증 개선 및 기능 심미부분에 만족해 하였기에 이를 보고
하는 바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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