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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se Report

Minimally invasive 2nd stage surgery for preservation of
keratinized gingiva around implant: Case repor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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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mplant secondary surgery is an operation that exposes the implant fixture into the oral cavity. Depending on the surgical procedure,
keratinized gingiva surrounding the implant may be affected, that may affect long-term prognosis of the implant. The purpose of
this case report is to introduce a minimally invasive 2nd stage surgery and to evaluate its clinical features and effect on preservation
of keratinized gingiva. Minimally invasive 2nd stage surgery was performed in three patients that had completed first stage implant
surgery. The width of keratinized gingiva was measured immediately after surgery and after completion of prosthesis. As a result, the
width of keratinized gingiva was preserved, patient's discomfort was reduced, and the operation duration was shorten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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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1], 그 결과 추후 임플란트 주변의 각화치은의 폭경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임플란트 주변의 각화치은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임플란트 식립술은 크게 임플란트 고정체(fixture)를 치조

아직까지 논란의 여지가 있다. 하지만 심미, 보철제작의 용이성,

골 내에 식립하는 1차 수술과 임플란트 고정체에 치유지대주

치은 퇴축에 대한 저항, 치태조절의 용이성 등 임플란트 주변의

(healing abutment)를 연결하여 구강 내로 노출시키는 2차 수

각화치은의 존재는 여러가지 장점을 가진다[2].

술로 나눌 수 있다. 그리고, 1차 수술과 2차 수술을 동시에 하는

2단계 수술법에서 임플란트 2차 수술은 성공적으로 골유착된

가 또는 일정한 기간을 두고 순차적으로 하는가에 따라 1단계

임플란트 주변의 각화치은의 형태를 결정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수술법과 2단계 수술법으로 나눌 수 있다. 1단계 수술법은 초

한다. 근단변위 판막술, 결합조직 이식술, 유리치은 이식술, 유

기고정이 우수하고, 골결손부가 없어 치조골재생술이 필요하지

경판막(pedicle flap) 등 다양한 임플란트 2차 수술법이 임플란

않을 경우에 주로 사용된다. 2단계 수술법은 치조골재생술이 동

트 주변의 각화치은을 확보하기 위해 소개되었다[3-5]. Hertel

반되거나, 초기고정이 우수하지 않은 경우에 판막 하방에서 고

등[6]은 임플란트 2차 수술 방법을 크게 절제형(excisional) 수

정체와 골조직을 보호하기 위하여 시행할 수 있다.

술법과 절개형(incisional) 수술법으로 분류하였으며 임플란트

2단계 수술법으로 임플란트를 식립할 경우 판막의 일차폐쇄
가 필수적이다. 이는 점막치은경계의 치관측 변위를 초래하며

주변의 각화치은 폭이 4 mm 이하일 경우 절개형 방법을 통해
임플란트 주변의 각화치은 확보가 가능하다고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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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에서는 Hertel 등[6]이 소개한 절개형 수술법을 변형

2차 수술 직후와 약 3개월 후 보철이 완료된 시점에 측정하였

하여 봉합 없이 최소한의 절개로 임플란트 2차 수술을 진행한

다. 상악의 경우 순협측 중앙에서 측정하였으며 하악의 경우 순

후, 해당 술식이 가지는 임상적인 특징과 임플란트 주변 각화치

협측 및 설측 중앙부위에서 각각 측정하였다.

은에 미치는 영향에 관하여 평가하였다.

증례 1

증례보고

69세 여성 환자로 #47치아를 치근파절로 발거하였으며 임플

수술방법

란트 식립을 주소로 내원하였다. 발치와의 치유상태는 양호하
며 전신질환은 없었다(Fig. 3A). 직경 5 mm의 임플란트를 식립

1:100,000 에피네프린을 포함한 2% 리도카인을 사용하여 국

하였고, 임플란트 식립 후 3개월 후에 임플란트 2차 수술을 진

소마취 시행 후 치조정 절개를 시행하였다. 치조정 절개 길이는

행하였다. 인접 자연치와의 거리가 충분하고 치은의 두께가 두

고정체의 둘레길이를 2로 나눈 값으로, 고정체 직경의 약 1.6배

껍지 않아 8 mm의 치조정 절개만 시행하였다(Fig. 3B). 임플란

에 해당하는 길이로 시행하였다(Fig. 1). 치조정 절개의 위치는

트 고정체 노출 후 덮개 나사를 제거하고 직경 6.5 mm의 치유

식립된 임플란트 고정체의 정중앙에 최대한 근접하면서 상악의

지대주를 연결하였다(Fig. 3C). 치유지대주 연결 시 약간의 저항

경우 협측에, 하악의 경우 협설측에 존재하는 부착치은의 폭경

감과 함께 치은압박으로 인한 치은의 색조변화가 관찰되었으나

이 최소 2 mm 이상 잔존하도록 고려하여 절개를 시행하였다.

임플란트 플랫폼과 치유지대주 사이 연조직의 개제 없이 연결

치간유두 부위 판막의 손상을 최소로 하기 위하여 자연치와 인

이 가능하였다. 치유지대주 연결 직후 부착치은의 폭경은 협설

접한 부위에서는 치조정 절개와 인접 자연치 치면 사이의 거리

측으로 각각 3 mm로 측정되었으며 3개월 후 보철제작이 완료

가 최소 2 mm가 유지되도록 치조정 절개를 시행하였다. 임플

된 시점의 부착치은 폭경은 협설측 각각 3 mm로 2차 수술 직후

란트와 인접치간 거리가 좁고 치은이 두꺼워 임플란트 고정체

와 동일하게 측정되었다(Fig. 3D, E).

노출이 어려울 경우 점막치은경계를 벗어나지 않도록 부착치은
내에서 수직절개를 부여하였으며 최대길이는 고정체 직경의 길

증례 2

이 이하로 제한하였다(Fig. 2). 임플란트 고정체를 노출시킨 후
치유지대주를 연결하였으며 봉합은 시행하지 않았다. 부착치은

47세 남성 환자로 하악 전치부의 결손부위 수복을 주소로 내

의 폭경은 치주탐침을 이용하여 밀리미터 단위로 측정하였으며

원하였다. 만성 치주염으로 인하여 #32–42까지 치아가 상실되
었고 잔존치조제의 수평 수직적 결손이 관찰되었다. 고혈압과
고지혈증으로 인한 약 복용 중이었으나 전신질환이 잘 조절되

The length of Crestal incision=Circumference of implant fixture/2
(2R/2)
=1.6 (diameter of fixture)

는 상태로 임플란트 식립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임플란트 식
립에 앞서 치조골재생술을 시행하였고 직경 4 mm의 임플란트
를 #32, 42 위치에 각각 식립하였다. 4개월 뒤 임플란트 2차 수

R

술을 진행하였으며 6.5 mm의 치조정절개를 임플란트 고정체

F

상부에 각각 시행하였다. 임플란트 위치를 고려한 치조정절개

Fig. 1. Formula for minimalized crestal incision length. F, fixture; R,
diameter of fixture/2.

결과 잔존 부착치은의 정중앙보다 설측에 치조정절개가 위치하
였으나 순설측으로 2 mm 이상의 부착치은이 잔존하였다(Fig.

G

G

T

T
F

T
F

A

B

Fig. 2. Modification of minimalized inci
sion design. (A) Two-incision design. (B)
Three-incision design. T, tooth; F, fixture;
G, gingiva; Red line, incision li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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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 (A) Occlusal view before implant 2nd stage surgery. (B) Incision design. (C) Occlusal view after healing abutment installation. (D) Buccal
view after healing abutment installation. (E) Buccal view after prosthodontic treat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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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4. (A) Occlusal view before implant 2nd stage surgery. (B) Incision design. (C) Occlusal view after healing abutment installation. (D) Buccal
view after healing abutment installation. (E) Buccal view after prosthodontic treatment.

4A). 고정체의 노출을 쉽게 하기 위해 치아와 인접한 부위에 2

증례 3

mm의 수직절개를 부착치은 내에서 각각 시행하였으며 그 결
과 서로 마주보고 있는 T자 형태의 절개가 형성되었다(Fig. 4B).

43세의 여성 환자로 #26치아의 임플란트 수복을 주소로 내원

5 mm 직경의 치유지대주를 연결하였으며 봉합은 시행하지 않

하였다. 치주근관 복합 병소로 인한 해당치아의 발거 병력 있으

았다(Fig. 4C). 술 후 치유지대주의 순설측 중앙에서 측정한 부

며 잔존치조제의 흡수로 인하여 임플란트 식립 전에 치조골재

착치은의 폭경은 #42치아의 경우 4 mm/2 mm (순측/설측)였

생술을 시행하였다. 직경 4.5 mm 임플란트를 식립하였으며 3

으며, #32치아의 경우 3 mm/2 mm로 측정되었으며 3개월 뒤

개월 뒤 2차 수술을 진행하였다. 치아 결손부 전후방 길이가 짧

보철이 완료된 후 재측정 시에도 동일하게 유지되었다(Fig. 4D,

고 임플란트 고정체에 인접하게 자연치가 존재하여 예상된 7

E).

mm 길이보다 짧은 6 mm의 치조정 절개를 시행하였고 치조정
절개 전후방으로 4 mm의 수직절개를 부착치은 내에 형성하였
다(Fig. 5A, B). 고정체 노출 후 5 mm 직경의 치유지대주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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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5. (A) Occlusal view before implant 2nd stage surgery. (B) Incision design. (C) Occlusal view after healing abutment installation. (D) Buccal
view after healing abutment installation. (E) Buccal view after prosthodontic treatment.

하였으며 지대주와 고정체 사이 연조직의 개재를 방지하고자

태조절을 위해 임플란트 주위의 각화치은을 확보하고, 임플란

판막을 최소한으로 거상하고 치유지대주를 연결한 결과, 협측

트 주위 연조직의 심미를 위해 적절한 출현 윤곽(emergence

판막이 치유지대주에 밀려 원래의 위치에 안착되지 못하고 주

profile)을 부여하며, 치간유두를 보존하거나 재건하는데 영향

변 연조직에 비해 돌출된 상태로 유지되었다(Fig. 5C). 3개월 뒤

을 미치기 때문에 1차 수술과 마찬가지로 중요하게 고려되어야

보철이 완료된 후 돌출된 판막은 주변의 연조직과 자연스럽게

한다. 뿐만 아니라 1차 수술에서 치조골재생술이 동반되었을 경

혼화된 상태로 관찰되었다. 치유지대주 연결 직후 부착치은의

우 이식골의 보존을 위해서도 최소침습적인 임플란트 2차 수술

폭은 3 mm로 측정되었으며 3개월 뒤 보철물 연결 후 측정시 협

은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측 정중앙 부위에서의 부착치은의 폭경은 변화 없이 유지되었

다양한 수술법들이 임플란트 주변 연조직의 재건을 위해 사

으나 전방에 수직절개 부위는 수술 직후와 비교하여 다소 퇴축

용되어왔다. 전층판막 거상을 동반한 변위 판막술은 임플란트

된 형태의 부착치은이 관찰되었다(Fig. 5D, E).

주변에 충분한 양의 각화치은을 만들어줄 수 있지만 노출된 부
위의 골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고 환자에게 불편감을 초래한다.

고 찰

결합조직 이식술과 유리치은 이식술은 충분한 양의 각화치은을
만들어줄 수 있는 이점을 가진다. 그러나 수여부를 형성함으로

임플란트의 성공을 평가하는 기준으로서 임플란트의 골유착,

써 환자의 불편감을 초래할 수 있으며 다수의 임플란트에 대한

임플란트 주변의 방사선학적 골 형태, 기능적인 임플란트 보철

처치가 필요할 경우 채취 가능한 이식조직의 양이 제한적이라

이 주로 평가되어 왔다[7]. 하지만 최근 임플란트의 심미성, 임

는 한계를 가지고 있다.

플란트 주위염의 예방 등이 주목을 받기 시작하면서 임플란트

Bernhart 등[11]과 Happe 등[12]은 이러한 부작용을 방지하

주변의 연조직의 형태도 위의 요소들과 마찬가지로 중요하게

고자 열쇠 구멍 형태로 1개의 절개선만 부여한 최소침습적인 형

고려되고 있다. 임플란트 주변의 각화치은의 필요성은 아직까

태의 2차 수술법을 소개하였다. 이러한 방법은 임플란트 주변의

지 논란의 여지가 있지만, 치은퇴축이나 치태침착의 예방 등 임

각화치은을 최대한으로 보존하고 환자의 불편감을 최소화시킬

플란트의 유지관리 측면에서 2 mm 이상의 각화치은은 긍정적

수 있다는 장점이 있으나 임플란트 고정체의 확인이 어렵고 고

인 효과를 보이는 것으로 보고되었다[8-10].

정체에 대한 접근 및 치유지대주 연결 시 연조직 배제를 위하여

단계적 접근법에서 임플란트 2차 수술은 임플란트 식립 및

특별히 고안된 기구가 필요하다는 단점이 있다.

주변의 경조직에 초점을 맞춘 임플란트 1차 수술 비해 그 중요

Hertel 등[6]은 임플란트 2차 수술 방법에 따라 절제형 술식

성이 간과되는 경향이 있다. 그러나 임플란트 2차 수술은 단순

과 절개형 술식으로 임플란트 2차 수술을 분류하였고 수술부위

히 임플란트 고정체를 구강 내로 노출시키는 것뿐만 아니라 임

에 4 mm 이상의 각화치은이 잔존한 경우 절개형 임플란트 2차

플란트 주위 연조직의 생물학적 폭경을 형성하며, 효과적인 치

수술을 통해 기존의 각화치은을 유지할 수 있다고 보고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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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여 임플란트를 노출시키고 치유지대주를 연결하는 방법으로
특별한 기구 없이 쉽게 접근이 가능하며 환자의 불편감을 줄일
수 있다. 하지만 봉합이 필요하며 인접 치조골이 노출될 가능성

CONFLICTS OF INTEREST
The authors declare that they have no competing

이 있다.
이 논문의 증례에서는 Hertel 등[6]이 소개한 절개형 2차 수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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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을 변형하여 봉합 없이 수술을 진행하였으며 수직절개는 각
화치은 내로 제한하되 협측방향으로 제한한 기존의 방법과는
달리 설측으로 연장하였다. 봉합을 하지 않기 위해 임플란트 고
정체 직경을 이용한 계산으로 치조정절개선의 길이를 정확하게
설정하였으며, 협설측으로 연장된 수직절개를 통해 쉽게 고정
체를 확인할 수 있고, 덮개나사의 제거가 용이하였다. 아울러 치
유지대주 연결 시 임플란트 플랫폼과 치유지대주 사이 연조직
이 말려들어가는 것을 방지할 수 있었다.
치유지대주가 연결 시 약간의 저항성과 함께 주변 연조직의
허혈성 색조변화가 관찰되었고, 전후방으로 수직절개를 준 경
우 판막의 일부가 치유지대주에 밀려 치관측으로 돌출되는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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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점도 관찰되었으나 3개월 뒤 보철이 연결된 시점에서 관찰
시 특이할 만한 부작용은 관찰되지 않았다. 측정 단위가 밀리미
터이기 때문에 정확한 측정은 어려웠으나 각화치은의 폭경도
수술 직후와 비교하여 동일하게 유지되었다.
최소 침습적 2차 수술을 위해서는 최소 4 mm의 각화치은이
필요하며, 부족할 경우에는 유리치은 또는 결합조직 이식술이
요구된다. 그러나 4 mm의 각화치은만 확보하면 되기 때문에 필
요한 이식편의 양을 최소화할 수 있다. 치조정 절개가 임플란트
고정체의 중심에서 벗어날 경우도 있었으나 임플란트 식립위치
가 이상적인 위치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 경우 대개 잔존부착
치은의 중앙과 임플란트 고정체의 중앙선이 일치하거나 근접하
였다. 서지컬 스텐트를 사용하여 임플란트를 식립할 경우, 이러
한 오차는 크게 줄일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며 1차 수술 때 사용
한 서지컬 스텐트를 2차 수술 때 재사용함으로써 보다 쉽고 정
확하게 점막 하방의 임플란트의 위치확인이 가능할 것으로 생
각된다.
결론적으로 이 증례들에서 사용한 최소침습적인 임플란트 2
차 수술은 기존에 존재하던 각화치은을 보철이 연결된 후에도
손실 없이 유지할 수 있었고 판막 거상을 최소화함으로써 점막
하방의 치조골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었다. 또한 봉합
을 시행하지 않음으로써 환자의 불편감을 최소화하고 수술시간
을 줄일 수 있는 장점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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