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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tanium mesh, a barrier membrane, has excellent mechanical properties and space maintaining ability. However, one of its
disadvantages is that soft tissue over the membrane could be interposed through the pore of the mesh. Conversely, the cross-linked
collagen membrane has good soft tissue reaction and reduces the migration of epithelial cells to the guided bone regeneration site.
Therefore, we performed guided bone regeneration using a combination of collagen membrane and titanium mesh and analyzed the
clinical results. The patients were divided into two groups. Only titanium mesh was used for guided bone regeneration in group A, and
a combination of titanium mesh and collagen membrane was used in group B. The degree of soft tissue interposition over the titanium
mesh was evaluated after titanium mesh removal, and the surface bone quality was observed. The obtained bone height was measured
in the panoramas based on the adjacent tooth cemento-enamel junction, and the bone density was measured using the Hounsfield
scale on cone beam computed tomography before titanium mesh removal. In group A, the average soft tissue interposition was 31.50%,
and the bone quality was poor when the interposed soft tissue was removed. Therefore, additional bone grafting was performed during
implant placement in one case. In group B, there was almost no soft tissue interposition between the titanium mesh pores, and no
additional bone graft was performed during implant placement. The combination of two membranes provides a favorable vertically
obtained bone height and excellent surface bone quality without soft tissue interposi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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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은 필요하지 않지만, 공간 유지 효과가 떨어져 골 형성량을 예측
할 수 없다는 단점이 있고[3], 비흡수성 막 중 하나인 expanded

발치 후 위축된 치조골을 가진 환자에서 임플란트 식립을 위

polytetrafluoroethylene (E-PTFE)는 결손부를 지지할 골벽이

해 치조골을 재건하는 다양한 술식들이 개발되었다. 이 중 골유

부족할 경우 screw나 pin으로 공간 유지는 가능하나, screw나

도재생술은 높은 예지성을 보이는 술식으로 장기적인 안정성을

pin 사용하는 데 있어 판막 거상량 증가, 술 후 부종, 높은 비용,

보이기 때문에 오늘날 임상에서 널리 사용되고 있다[1,2].

술식의 어려움 등의 단점이 존재한다[4,5]. E-PTFE의 이런 단점

수평적, 수직적으로 심하게 위축된 치조골에서 골유도재생

에 대한 대안으로 티타늄 막(titanium mesh)을 사용할 수 있는

술을 시행할 때, 많은 임상가들은 어떤 차단막을 이용할 것인

데, 티타늄 막은 기계적 물성이 아주 우수하여 screw나 pin 없

가에 대하여 고민한다. 흡수성 차단막은 제거를 위한 2차 수술

이도 공간 유지 능력이 뛰어나 광범위한 공간에 이식된 골 이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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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도 안정적으로 유지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6.7]. 또한 조작

술식 과정

성이 좋아 어떠한 형태의 골 결손부에도 적합이 용이하다[8].
하지만 많은 임상적 경우에서 티타늄 막은 재수술 시 보면, 연

수술 전 통법의 소독 방법으로 수술 부위를 소독하였으며,

조직이 개재되어 그로 인해 불량한 표면 골질을 보일 때가 있다.

수술 부위의 국소마취는 2% 염산리도카인 에피네프린 주사

그렇다면 티타늄 막의 공간 유지능은 그대로 활용하면서 연조

(1:100,000; Yuhan Corp., Seoul, Korea)로 침윤마취를 시행

직 개재를 막음으로써 더 좋은 골질을 얻을 방법은 없을까? 우

하였다. 술부 치조정 절개 후 전층 판막을 거상한 후 골 표면 위

리는 세포 차단성이 있는 교차결합된 콜라겐 막을 티타늄 막과

의 잔존 육아조직을 제거하였다. 본 연구에서 사용한 티타늄 막

함께 사용하면 이를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였다. 이 연

은 Cytoflex® mesh (0.5 mm Thickness; Unicare Biomedical,

구의 목적은 골유도재생술 시 티타늄 막과 교차결합된 콜라겐

Inc., Laguna Hills, CA, USA), 교차결합된 콜라겐 막은 Ossix®

막을 함께 사용했을 때의 임상적 효과를 평가하는 것이다.

plus (OraPharma Inc., Warminster, PA, USA)였다. 골 결손부
위를 치주탐침을 이용하여 크기를 재고, 사용할 차단막을 작도

대상 및 방법

하였다. 티타늄 막은 막의 측방으로 결합조직 개재가 없도록 막

실험 대상

으로 인한 연조직 열개가 발생하지 않도록 협측 판막에 이완 절

을 조작하여, 골 결손부위에 맞춰 적합시켰다. 티타늄 막 사용
개를 시행하여 일차 봉합을 이룰 수 있게 판막을 조작하였다. 골

이 연구는 원광대학교 치과병원 치주과에 내원한 환자 중 위

이식재로는 탈회동결건조골(irradiated allogenic cancellous

축된 치조골로 인해 수평적, 수직적 골증대가 필요하여 골유도

bone & marrow; Rocky Mountain Tissue Bank, Aurora, CO,

재생술을 시행한 환자를 대상으로 하였다. 대상 환자들은 심

USA)과 함께 탈단백우골(Bio-Oss; Geistlich, Chester, UK)을

한 골소실로 인하여 단계적으로 골 이식을 먼저 시행한 후 임플

혼합하여 사용하였다. 술부에 골 이식재를 넣고 차단막을 적합

란트를 식립하는 것이 추천되는 경우였다. 연구에 포함된 환자

시켜 위치시키는데, 티타늄 막과 교차결합된 콜라겐 막 조합군

는 총 6명(남성 4명, 여성 2명)으로 나이는 46세에서 66세(평균

은 골 이식재 상방에 티타늄 막을 먼저 위치시키고 그 위로 콜라

57.8세)였다. 6명의 환자 중 3명의 환자는 티타늄 막을 단독으

겐 막을 올렸다. 이 때 콜라겐 막과 티타늄 막은 채워진 골 이식

로 사용하였고(A군), 다른 3명의 환자에서는 티타늄 막과 교차

재를 완전히 덮도록 하였다. 그 후 비흡수성 봉합사(4-0 Ethi-

결합된 콜라겐 막을 함께 사용하였다(B군). 6명의 환자 모두 골

lon®; Ethicon Inc., Cincinnati, OH, USA)를 이용하여 봉합하

유도재생술 술식에 영향을 줄만한 전신병력 및 흡연력은 없었

였다. 4–6개월 후 re-entry하여 임플란트를 식립하였다. 골유도

으며, 시행한 부위 및 환자 정보는 Table 1과 같다. 본 연구는 원

재생술 전과 술 후 4–6개월 지나 re-entry 직전에 cone beam

광대학교 치과대학병원 기관생명윤리위원회의 승인을 받았다

computed tomography (CBCT)를 촬영하였다.

(IRB no. WKDIRB201906-03).

측정방법
연조직 개재 정도
Re-entry 시 판막 거상 후 티타늄 막을 제거하고, 제거한 티타

Table 1. Information of subjects of study
Patient Age (y)
Group A

Group B

1
2
3
4
5
6

58
46
62
53
66
62

늄 막 상에서 연조직 개재 정도를 평가하였다. 제거한 티타늄 막

Sex

Systemic
diseases

Site

M
M
F
F
M
M

NS
NS
NS
NS
NS
NS

#26, 27
#14–17
#26, 27
#25–27
#36
#31–42

Group A, only titanium mesh was used for guided bone regeneration;
Group B, combination of titanium mesh and collagen membrane was
used. M, male; F, female; NS, not significa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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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적 대비 연조직이 개재된 면적을 퍼센트(%)로 계산하였다.
티타늄 막 상부 연조직 면적
×100
제거한 티타늄 막의 면적
표면 골질
Re-entry 시 티타늄 막 제거 직후의 표면 골질에 대하여 육안
으로 평가하였다. A군과 B군을 골 이식재 잔존 여부와 골 표면
의 연조직 개재 정도, 골형성이 되지 않은 사강 여부 등에 대하
여 비교하였다.

Su-Hyeon Jung, et al.

방사선적 분석

같은 악골의 반대편 무치악 부위에서 10 mm×10 mm 크기를

파노라마: 파노라마 사진은 골유도재생술 전과, 수술 직후,

설정하여 측정하였다. A, B군 간에 골유도재생술 부위와 native

re-entry 직전 촬영하였다. 촬영한 파노라마에서 인접치아

bone의 HU 값의 근사한 정도의 차이를 통계적(Mann-Whitney

cemento-enamel junction (CEJ)을 기준으로 하여 수직적 골

test)으로 분석하였다.

높이를 방사선적으로 측정하였다. 측정은 방사선사진 프로그램
(INFINITT PACS; INFINITT Healthcare Co., Seoul, Korea)상
계측 도구를 이용하였다. 측정값을 이용하여 defect의 수직적
높이와 guided bone regeneration (GBR) 후 생성된 골의 높이

결 과
모든 환자에서 치유과정 중 차단막의 노출이나 감염 등의 합
병증은 없었고 임상적, 방사선적으로 모두 양호한 결과를 보였

(obtained bone height)를 측정하였다(Fig. 1).
Cone beam computed tomography: 골질을 평가함에 있
어서 본 연구에서 조직학적 분석은 시행하지 않았다. 임플란
트 drilling 시 술자의 감각은 주관적인 것이기 때문에 이를 보
TM

다 객관적으로 평가하기 위해 Ondemand 3D

다. 임플란트의 초기 고정은 모두 우수하였다.
파노라마 방사선사진상 수직적인 골 증대량을 측정해 보았을
때 두 군 모두 5 mm 이상의 수직적 골 증대를 얻었다(Table 2).

soft (version

1.0.10.6388; Cybermed, Seoul, Korea)를 이용하여 Houn-

연조직 개재 정도

sfield unit (HU)을 측정하여 골성숙도를 비교하였다. Yamada
등[9]에 의하면 골유도재생술 부위의 골이 성숙할수록 골유도재

A군은 평균적으로 31.50%의 연조직 개재가 있었다. B군에서

생술 부위의 HU 값은 시간이 지날수록 증가하여 native bone과

는 이와 대조적으로 매우 적은 양의 연조직 개재량을 보이거나

유사해진다고 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Ondemand 프로

연조직 개재가 없었다(Table 3, Fig. 2).

그램을 이용하여 새로 얻어진 3D 모델에서 region-of-interest
(ROI) 기능을 이용하여 골유도재생술 부위와 native bone의
HU 값을 비교하였다. 골유도재생술 부위에서의 ROI는 인접치
아의 CEJ를 기준으로 5 mm 떨어진 부위를 근심 경계로 하고 티
타늄 막과 가장 인접한 부위를 하부 경계로 하는 10 mm×10

Table 2. Obtained vertical bone height in panorama

mm 크기를 설정하여 측정하였다. native bone에서의 ROI는
Group A

Group B

1

Patient

Size of
defects (mm)

OBH (mm)

1
2
3
4
5
6

6.81
8.38
7.55
6.30
8.81
10.28

5.30
7.27
6.40
6.16
7.08
9.97

Group A, only titanium mesh was used for guided bone regeneration;
Group B, combination of titanium mesh and collagen membrane was
used. OBH, obtained bone height.

2

Table 3. Soft tissue intervention
Obtained bone height
3

Group A

Group B
Fig. 1. Measurement vertically obtained bone height in panorama.
① Line connected cemento-enamel junction of both adjacent teeth.
② Line paralled with ①, at the most coronal point of obtained bone
after guided bone regeneration. ③ Line paralled with ①, the most
apical point of bone defect.

Patient

Soft tissue intervention (%)

1
2
3
4
5
6

22.08
49.12
23.31
2.98
2.02
0

Average (%)
31.50

1.67

Group A, only titanium mesh was used for guided bone regeneration;
Group B, combination of titanium mesh and collagen membrane was
us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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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면 골질

방사선적 분석

A군은 B군보다 육안상 관찰되는 표면 골질이 좋지 않았다

CBCT를 재구성한 3D 모델상에서 native bone과 GBR 부위

(Fig. 3). A군의 환자 1은 티타늄 막을 제거하는 중에 골조직이

의 HU를 측정하고 GBR site HU/native bone HU*100으로 비

손상 받아 골 파편이 떨어져 나왔고 해당 부위에 사강이 발생하

율을 계산하여 골 이식 부위의 HU 값이 native bone의 HU와

였다. A군의 환자 2는 구개측으로 충분한 골이 형성되지 않아

얼마나 유사한지 보았다. 이렇게 계산한 A군과 B군의 측정값

임플란트 식립과 함께 추가적으로 골 이식이 필요하였다. A군의

간에 유의한 차이가 있는지 Mann-Whitney test를 시행하였을

환자 3은 골 표면에서 연조직 개재와 골 이식재 입자들이 관찰

때 p =0.1 (＞0.05)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는 보이지 않았다

되었다.

(Table 4).

이에 반해 티타늄 막과 콜라겐 막을 조합하여 사용한 B군(Fig.
4)에서는 골 이식재 주변으로 신생골과 함께 연조직 개재가 없
는 좋은 표면 골질이 관찰되었다.

고 찰
성공적인 골유도재생술을 위한 차단막의 조건에는 세포 차
단성, 공간 유지능, 임상적 조작 용이성, 조직 유착, 선택적 세
Table 4. Bone evaluation in CBCT

Group A

Group B

Fig. 2. Left: titanium mesh interposed soft tissue in Group A, Right:
titanium mesh in group B. In the group A, average of soft tissue intervention was 31.50%. But in group B, there were very few soft tissue
intervention between the titanium mesh.

Patient

Native
bone HU

GBR site
HU

GBR HU/
native bone
HU (%)

1
2
3
4
5
6

651.4
441.4
525.1
548.6
726.6
680.6

558.7
310.7
411.6
533.0
693.7
646.2

85.77
70.39
78.39
97.16
95.47
94.95

CBCT, cone beam computed tomography; HU, hounsfield unit; GBR,
guided bone regeneration; Group A, only titanium mesh was used for
guided bone regeneration; Group B, combination of titanium mesh
and collagen membrane was used.

Fig. 3. Group A: in re-entry surgery, after removal of titanium mesh, the bone surface quality of group A is poorer than group B. In details, patient 1 had bone tissue damage during removal of titanium mesh, resulting in a damage on the surface. Patient 2 showed no new bone formation
on palatal site. Patient 3 shows a bone graft particle on the surface.

Fig. 4. Group B: in re-entry surgery,
after removal of titanium mesh.Group
B has very good bone surface quality
without soft tissue intervention.

192

www.chosunobr.org

Su-Hyeon Jung, et al.

포 증식, 조직 친화성 등이 있다. 하지만 이러한 조건을 모두 만

기 위해 적합에 유의하였는데 차단막 상방으로의 연조직 개재

족하는 차단막은 존재하지 않으며 임상가가 차단막의 장단점을

는 완벽하게 막을 수는 없었지만 A군과 비교했을 때 B군에서 유

고려하여 상황에 적합한 것을 선택하여 사용하는 것이 필요하

의할만한 연조직 개재 감소를 보였다. 개재된 연조직은 티타늄

다.

막 제거를 어렵게 하여 제거 중 골 조직이 같이 제거되어 표면골

1996년 von Arx 등[10]이 티타늄 막을 이용한 구치부 치조골

에 손상을 주었고, 연조직이 개재된 부위에는 새로 형성되는 골

재생을 보고한 이후, 많은 임상가들이 티타늄 막을 이용하여 골

조직이 부족하고 사강이 형성되어 임플란트 식립체 주변으로

유도재생술을 시행할 때 임상적으로 유의한 양의 치조골이 형

골 열개가 발생하여 추가적인 골 이식이 필요하였다.

성되었다고 보고하였다. 티타늄 막은 골 결손부의 형태에 따라

골유도재생술 부위의 골 성숙도는 CBCT를 분석한 Table 4를

구부려서 적합하는 것이 가능하면서도 충분한 강도가 있어 전

통해 볼 수 있다. 골 이식 부위의 HU 값이 native bone HU와 얼

체적인 외형이 무너지지 않을 뿐만 아니라, 뛰어난 공간 유지능

마나 유사한지 보기 위하여 GBR site HU/native bone HU*100

은 이전 연구들을 통하여 그 이점이 충분히 밝혀져 있다[8,11-

으로 하여 비율로 보았을 때 A군은 평균 78.17%, B군은 95.85%

13].

였다. 두 군 간의 값이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차이 나지는 않았지

이 티타늄 막에는 pore가 있어 골막으로부터 골 이식재로의

만, 이는 표본의 수가 적었기 때문으로 추측된다.

직접적인 혈류 공급을 방해하지 않을 수 있고, 가소성(plastic-

티타늄 막과 교차결합된 콜라겐 막을 조합하여 사용하는 것

ity)이 생겨 구부려서 골 결손부에 적합시킬 수 있다. 하지만 이

은 비흡수성 차단막 중 하나인 high-density polytetrafluoro-

pore 때문에 차단막과 골 사이의 peripheral seal이 깨지고, 이

ethylene (D-PTFE)과 유사한 효과를 보이는데 D-PTFE는 구

는 연조직이 pore 사이로 개재되는 것으로 이어진다[14,15]. 티

강 내에 노출되어도 감염되지 않고, 공간 유지능도 어느 정도 검

타늄 막 하방에 생기는 이런 연조직이 초기 노출 시 감염을 막아

증되어 있는 차단막이다. Cucchi 등[22]의 연구에 따르면, D-

주고 더 좋은 혈액 공급을 제공하는 골막과 유사한 조직이라는

PTFE만 사용하였을 때와 티타늄 막 상방에 교차결합된 콜라겐

연구[16,17]도 있지만, 이는 생성되려면 2–6주가 걸린다고 하고

막을 덮어 사용하였을 때의 합병증의 차이를 보았는데, 합병증

다른 연구에서는 이런 개재된 연조직이 임상적으로 이점이 없

발생률이 D-PTFE군에서는 10%, 티타늄 막과 교차결합된 콜라

다고 보고하였다[18].

겐 막 조합군에서는 15.8%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었

이번 연구에서는 티타늄 막의 공간 유지능을 통해 원하는 만

고, 두 군 모두 유사한 수직적 골 증대량과 골형성을 보였다. 그

큼의 충분한 골은 얻으면서 pore로 인해 개재되는 연조직은 막

러나 D-PTFE는 fixation screw 등이 고정을 위해 필요하고, 티

아 좋은 표면 골질을 얻기 위해 교차결합된 콜라겐 막의 특징을

타늄 막과 같은 탄력성(elasticity)이 없어 창상 열개가 생기며,

이용하였다. 콜라겐 막의 일종인 교차결합된 콜라겐 막은 다른

가소성이 없어 구부려서 사용할 수가 없다. 그에 반해 티타늄 막

조직이 골 결손부위로 들어오는 것을 막음으로써 골 재생이 일

은 tenting screw나 fixation screw 없이 어떠한 형태의 골 결

어나도록 하는 세포 차단성이 있고, 생체적합성과 감염 저항성

손부라도 수복이 가능하고, 콜라겐 막만 추가 사용하면 되기 때

이 우수하고[19], 오래 지속 가능(24주 이상) [20]하다는 장점이

문에 훨씬 쉽고, 시간적으로도 단축된다.

있다.

이번 연구는 표본 수가 적고, 임플란트 보철을 수복하여 교합

본 연구의 파노라마 방사선사진상에서 A와 B군 모두 5 mm

력이 가해진 후 골유도재생술 부위에서의 변화에 대한 F/U가 부

이상의 수직적 골 증대를 보였으며, defect의 크기와 얻어진 골

족하다는 한계점이 있지만, 티타늄 막을 단독으로 사용했을 때

높이를 비교하여 보았을 때 평균적으로 87%의 골 증대가 있었

보다 티타늄 막과 교차결합된 콜라겐 막을 조합해서 사용함으

다(Table 2). Roccuzzo 등[13]은 상, 하악의 수직적 골 증대술을

로써 더 좋은 표면 골질을 얻고 추가적인 골 이식 없이 예지성

위해 티타늄 막을 이용한 수술적 protocol을 제시하였는데, 이

있는 골유도재생술이 가능하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이후 앞서

연구에 의하면 티타늄 막을 이용하여 수직적으로 4.8 mm (4–7

언급한 한계점을 극복하여 표면 골질이 임플란트 변연골 소실

mm, range)의 골 증대를 얻을 수 있었다고 하였고[12], 다른 연

이나 임플란트 주위염 등과 관련이 있는지 추가적인 연구를 진

구에서는 2.56–6 mm의 골 증대를 얻는다고 하여[17,21] 본 연

행할 수 있을 것이다.

구의 결과와 유사하다.
Re-entry 시 제거한 티타늄 막 상에서의 연조직 개재 정도를
평가하였을 때, A군은 평균적으로 31.50%의 연조직 개재가 있
었던 반면에 B군에서는 1.67%의 연조직 개재가 있었다(Table
3). 티타늄 막을 위치시킬 때 측방으로부터의 연조직 개재를 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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