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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se Report

Horizontal ridge augmentation using guided bone regeneration technique in
two young patients with localized alveolar ridge defect: A case repor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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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teral ridge augmentation using guided bone regeneration technique is a frequently performed procedure that is used for restoring
localized bone defects after extraction. In particular, demineralized bovine bone material and absorbable collagen membrane have been
frequently used in adult patients before implant placement. However, the use of this procedure in adolescents before orthodontic tooth
movement has rarely been reported. Herein, we present the cases of two young patients who underwent lateral ridge augmentation
using the guided bone regeneration technique before implant placement and orthodontic tooth movement. Two patients in this case
report showed successful clinical results with significant bone ga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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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준으로 여겨졌으나, 최근에는 이종골, 합성골 등 다양한 골대체
재와 흡수성 차폐막을 이용한 GBR도 널리 사용되고 있다[6]. 성

발치 후 치조제의 수직, 수평적인 결손은 임상에서 흔하게 관

공적인 GBR을 통해 임플란트의 심미성 및 장기 예후를 개선할

찰되는 현상으로, 치조제의 생리적 재형성의 결과로 인하여 나

수 있으며, 교정 전에 시행하여 공간 폐쇄 시 나타날 수 있는 치

타나게 된다[1,2]. 발치와의 생리적 재형성의 결과로 나타나는

은의 함입을 방지할 수 있음이 보고되었다[4,7,8].

치조제 결손은 주로 협측골의 소실로 나타나며, 발치 후 약 3개

GBR을 시행 받는 환자들의 경우 대게 성인이며, 성장을 마치

월까지 급격히 나타나게 된다[1]. 이러한 치조골의 흡수는 주로

지 않은 미성년 환자에게 이러한 술식을 진행한 증례는 일부 구

다발골로 이루어진 협측 및 순측 치조골에서 설, 구개측에 비해

개열 환자 증례들을 제외하고는 흔히 보고되지 않고 있다. 본 증

더 크게 나타나서 추후 임플란트의 식립이나 교정적 치아이동

례보고에서는 임플란트 식립을 위한 공간 회복 및 조기상실 치

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된다[3,4].

아로 인한 공간 폐쇄를 위해 교정치료를 계획하고 있는 미성년

발치 후 일어나는 치조제 결손을 극복하기 위한 방법으로 다
양한 골이식재와 차폐막을 이용한 골유도재생술(guided bone

환자에게 GBR을 시행하여 성공적인 골 증대를 획득한 두 증례
를 소개하고자 한다.

regeneration, GBR)이 수십 년간 성공적으로 사용되고 있다[5].

상기 연구는 원광대학교 치과대학 대전치과병원 임상시험심

과거에는 주로 자가골과 비흡수성 차폐막을 이용한 GBR이 표

사위원회(Institutional Review Board)의 심의를 통과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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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one matrix, DBBM) (OCS-B®; Nibec, Jincheon, South Ko-

(IRB no. WKDIRB 20170906).

rea)를 0.5 mL 적용하고 흡수성 차폐막을 이식재 상방으로 덮

증례보고

었다(Fig. 2B, C). 비흡수성 나일론 봉합사를 이용하여 수평 매

Case 1: 18세 남환에서 임플란트 식립 전 하악 좌측 전치
(#31) 부위 guided bone regeneration 및 임플란트 식립

를 시행하였다(Fig. 2D). 이후 6개월 추적관찰 시점까지 임상적

트리스 봉합 및 단순 단속 봉합을 시행하였고, 약 2주 후에 발사
인 부작용 없이 잘 치유되었다(Fig. 3A). Cone beam computed
tomography (CBCT)상의 치조제의 수평폭은 치조제의 근원심

18세 남환이 원광대학교 대전치과병원 교정과에서 하악 좌측

의 중앙에서 치조정과 치조정 하방 3 mm에서 측정하여 평균값

전치(#31) 임플란트 식립을 주소로 치주과로 의뢰되었다. 환자

으로 나타냈다. 방사선적으로 술 전 1.79 mm였던 치조제 폭이

는 약 11년 전 #31 치아를 유치로 착각하여 발치한 후 레진 스

7.95 mm까지 증가하여 6.16 mm의 방사선적 골증대를 보였다

플린트 상태로 내원하였고 임상 및 방사선 사진상에서 하악 전

(Fig. 3B, C, Table 1). 환자는 골증대 수술 이후에 1년 이상의 교

치부의 총생 및 #31 부위 Seibert’s class III의 치조제를 확인할

정치료를 통해 하악 전치부 총생을 해결하고 #31 부위에 임플

수 있었다(Fig. 1) [9]. 환자는 #31 부위 임플란트 식립을 동반한

란트를 식립할 수 있는 공간을 회복하였고, 환자의 연령이 20

교정 치료를 원하고 있었고, 수술적 치료에 영향을 미칠만한 전

세가 되어 악골 성장이 마무리되었다고 판단된 GBR 수술 후 1

신적 문제는 없었다. 치주과에서는 #31 부위 GBR 후 단계적 임

년 7개월 시점에 직경 3.0 mm, 길이 10.0 mm 임플란트 고정

플란트 식립을 계획하였다. 하악 우측 측절치(#42) 협측 원심 선

체(Astratech®; Dentsply Sirona, York, PA, USA)를 #31부위에

각에서부터 열구 내 절개를 시작하여 무치악 융선 부위에는 치

식립하였다[10]. 식립 4개월 시점에서 2차 수술을 시행하였고

조정 상방 수평 절개를 시행하였고, 하악 좌측 측절치(#32) 원심

(Fig. 3D), 이후 추적관찰 시점까지 임플란트 임상적 부작용 없

선각까지 열구 내 절개를 연장하였다. 판막의 양측 끝으로 수직

이 유지되고 있다.

절개를 시행하였고, 하악 우측 전치(#41)와 측절치(#42) 치간유
두 보존을 위해 해당부위에는 치간유두보존 판막 거상을 시행
하였다(Fig. 2A). 판막 거상 후 위축된 치조제를 확인할 수 있었

Case 2: 12세 여환에서 교정적 치아이동 전 하악 좌측 제2
소구치(#35) 부위의 guided bone regeneration

고, 흡수성 차폐막(Lyoplant®; B.Braun, Melsungen, Germany)
을 결손부 형태에 맞추어 재단하여 미리 적용하였다. 이후 결

12세 여환이 하악 좌측 제2 소구치(#35)의 결손 및 돌출입을

손부의 순, 설측으로 탈단백우골이식재(demineralized bovine

주소로 본원 교정과에 내원하였다. 환자는 약 1달 전 하악 좌측

A
3 cm

C

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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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 Clinical and radiographic
photograph before treatment of case 1
patient. (A, B) Seibert’s class III ridge
atrophy on #31 site, (C) cone beam
computed tomography image on axial
view at #31 site, (D) panoramic radiography of case 1 patient at first visit.

Do-Hyung Kim and Seong-Nyum Jeong

A

B

C

D

Fig. 2. Clinical photograph during
and after surgical procedure of case
1 patient. (A) After incision and flap
elevation, (B) bone graft application
with the cut barrier membrane in the
periosteum, (C) adaptation of the
barrier membrane, (D) after 2 weeks
stitch out.

1.79 mm

B

A

7.95 mm

D

C

Table 1. Comparison of alveolar bone width of patients pre- and
postoperatively

Fig. 3. Clinical photograph at 6
months after guided bone regeneration
(GBR) of case 1 patient. (A) Augmented ridge on #31 site, (B) alveolar bone
width on cone beam computed tomography (CBCT) image before GBR
procedure, (C) alveolar bone width on
CBCT image after GBR procedure, (D)
clinical photograph after orthodontic
treatment and implant placement after
7 months.

로 치아 이동 시에 발생 가능한 치은 퇴축과 골 결손을 예방하기
위하여, 치아 이동 전에 수평 치조제의 폭 증대술을 시행해 줄

Case

Preoperative

Postoperative

Bone gain

것을 치주과에 요구하였다[11]. 환자는 수술에 영향을 줄 전신

1
2

1.79 mm
8.39 mm

7.95 mm
10.53 mm

+6.16 mm
+2.14 mm

건강상의 문제는 보이고 있지 않아 치조제 결손부위에 DBBM
(OCS-B®) 및 흡수성 차폐막(Osseoguard®; Zimmer Biomet,
Warsaw, IN, USA)을 이용한 GBR을 계획하였다. 하악 좌측 제1

제2 유구치를 발거 하였으나, 선천적으로 하악 좌측 제2 소구치

소구치(#34) 근심 선각에서부터 열구 내 절개를 시작하여 결손

가 결손된 상태였다. #35 결손 부위의 치조제는 임상적, 방사선

부 치조제 상방 중앙부에 수평절개를 시행하였으며, 하악 좌측

적으로 수평적 위축을 보이고 있었다(Fig. 4). 교정과에서는 제

제1 대구치(#36) 근심선각까지 열구 내 절개를 연장하였다(Fig.

1 소구치의 후방 이동을 결정하였고, 위축이 심한 치조제 쪽으

5A). 판막 거상 후 흡수성 차폐막을 결손부 형태에 맞추어 재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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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B

C

Fig. 4. Clinical and radiographic photograph before treatment of case 2 patient. (A) Buccal and lingual ridge atrophy, (B) panoramic radiograph,
(C) cone beam computed tomography image on axial view at #35 site.

A

B

C

D

A

8.39 m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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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10.53 mm

C

Fig. 5. Clinical photograph during
and after surgical procedure of case
2 patient. (A) After incision and flap
elevation, (B) bone graft material and
membrane application, (C) barrier
membrane covering bone graft material, (D) after suturing.

D

Fig. 6. Clinical Photograph after
guided bone regeneration surgery and
comparison of bone width on cone
beam computed tomography (CBCT)
image. (A) After 2 weeks stitch out, (B)
after 8 months follow up, (C) CBCT
axial view before surgery, (D) CBCT
axial view after 8 months surgery.
Augmented bone is observ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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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였고 DBBM을 적용하였다(Fig. 5B). 이후 재단한 차폐막을 이

Seibert’s class 1 치조제에 GBR을 시행한 선행 연구에서 180일

식재 상방에 덮고 흡수성 봉합사를 이용한 수평 매트리스 봉합

후 1.4 mm가량의 유의한 수평 치조제 증대를 얻은 결과를 보고

및 비흡수성 나일론 봉합사를 이용한 단순단속봉합을 시행하였

하였으며[16], 본 연구에서도 치조제 폭의 증가를 관찰할 수 있

다(Fig. 5C, D). 수술 후 2주 시점에서 봉합사는 제거되었고 6달

었다.

시점까지 임상적인 부작용 없이 좋은 치유를 보였다(Fig. 6A, B).

이러한 측방 치조제 이식을 통한 임플란트의 식립은 93.75%

CBCT상의 치조제 수평폭은 치조제의 근원심의 중앙에서 치조

에서 100%에 달하는 생존율이 보고되고 있으며, 성공률의 측면

정과 치조정 하방 3 mm에서 측정하여 평균값으로 나타냈다. 술

에서도 다수의 연구에서 90% 이상을 보고하고 있다[7,14]. 특히

전 방사선적으로 8.39 mm의 폭을 보였던 치조제는 수술 후 8개

GBR과 동시에 임플란트를 식립하는 것은 임플란트에 생존율

월 시점에서 10.53 mm의 치조제 폭을 보여 2.14 mm의 수평적

및 성공률에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보고가 있는 것을 볼

증대를 보였다(Fig. 6C, D, Table 1). 이후 환자는 다른 치과에서

때 GBR을 동반한 임플란트의 식립은 예지성 있는 치료방안으

교정 치료를 받고 있다.

로 간주될 수 있다[17].
교정적 치아 이동을 앞두고 이뤄지는 GBR의 경우 치아 이동

고 찰

시에 일어날 수 있는 추가적인 골 소실을 막거나 교정적 공간 폐
쇄 시 나타날 수 있는 치은의 함입을 막기 위해 고려될 수 있다

본 증례보고에서는 미성년 환자에서 DBBM과 흡수성 차폐막

[3,8]. 성인을 대상으로 발치 2달 후 GBR을 시행하고 술 후 2.5

을 이용한 GBR을 통해 성공적으로 수평 치조제의 증대를 얻은

개월 시점에서 해당부위로 치아를 이동시킨 증례보고에서 성공

두 증례를 소개하였다. 두 증례 모두 조기에 영구치를 상실하거

적인 임상적 결과를 보고하였다[3], 본 증례보고의 증례 2 환자

나 영구치가 선천적으로 결손된 미성년 환자가 대상이었으며,

와 유사한 연령대를 보이는 11–13세 연령의 소아 대상으로 한

증례 1의 환자는 임플란트의 식립을 위해, 증례 2의 환자는 교

증례보고에서도 성공적인 치아이동과 치은 함입의 방지를 보

정적 치아 이동을 위해 수평적 치조제 증대가 필요한 상황이었

여, 교정 전에 시행되는 GBR이 연령과 크게 관계없이 성공적인

다. 따라서 환자들의 나이가 어림에도 불구하고 수술적 처치를

결과를 보일 수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8].

시행하였다.

교정 전 GBR을 시행해야만 하는 특징적인 골 너비가 현재 정

발치 혹은 치아의 선천적 결손은 치조제의 생리적 재형성 과

의되어 있지는 않으나, 증례 1의 환자에서 치조정의 골 폭이 3

정을 초래하게 된다. 특히 환자 2에서와 같이 선천적으로 영구

mm 이하로 좁았기 때문에 교정적 치아 이동 전에 GBR을 시행

치가 존재하지 않을 확률은 0.15%에서 16.2%에 달한다고 보고

하는 것은 예후에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된다. 또한 소아 환자에

되고 있으며, 특히 하악 제2 소구치와 상악 측절치가 주로 영향

게 교정적 치아 이동 및 Cleft 수술을 위해 GBR을 성공적으로

을 받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12,13]. 이러한 치아의 결손은 전

시행한 증례들이 보고되고 있으나, GBR 시 성인과의 차이점 등

반적인 치조제 부피의 감소를 초래하게 되며, 일반적으로 수평

에 대한 연구는 아직 부족한 실정이다. 만 17세까지 악골의 성

적 치조제 폭의 감소가 더 급격하게 일어난다. 체계적 문헌 고

장이 지속되는 것을 감안할 때 조심스러운 접근이 필요할 것으

찰 연구에 의하면 수평적 폭의 감소는 평균 3.87 mm에 달하며,

로 생각된다[3,8,10,18]. 연조직 또한 미성숙 상태이므로 절개

수직적 높이의 감소는 평균 1.53 mm로 상대적으로 적게 나타

및 판막 조작 시 외상을 최소로 하여 예기치 않은 수술 후의 출

난다[1]. 수평적 치조제 폭의 감소는 Seibert’s classification상

혈과 부종 및 치은 퇴축을 예방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class 1에 해당하는 치조제의 결손을 초래하게 된다[9].

본 증례 발표에서 확인한 바와 같이, DBBM과 흡수성 차폐막

Seibert’s class 1 치조제 결손을 극복하기 위한 방법으로

을 이용한 GBR은 미성년자에서도 성공적으로 치조골을 재생할

GBR을 통한 측방 치조제 증대술을 시행하게 된다. 과거에는 자

수 있을 것으로 보이며, 치조골 재생 후 임플란트 식립이나 교정

가골과 비흡수성 차폐막이 주로 사용되었으나 자가골 채취의

적 치아 이동도 문제없이 진행되었지만, 본 증례의 결과는 매우

어려움 및 자가골의 흡수가 단점으로 부각되어 최근에는 DBBM

조심스럽게 해석되어야 한다. 연조직과 경조직의 성장이 진행

과 흡수성 차폐막이 주로 이용되고 있다[14]. DBBM의 경우 가

중에 있는 미성년자에게 GBR은 매우 제한적으로 시행되어야

장 많은 연구가 이뤄진 골 대체재로, 임플란트 주위에 골 이식

하며, 추후 더 큰 집단을 대상으로 한 장기적 연구와, 대조군을

을 시행하는 상황에서 표준으로 간주되고 있다[5,15]. 콜라겐

설정한 연구, 성인과의 결과 차이점 연구 등이 더 필요할 것으로

을 주 성분으로 하는 흡수성 차폐막은 흡수 과정에서 조직의 이

생각된다.

물반응을 일으키지 않고 추가적인 제거 수술이 필요하지 않은
장점을 보인다[5]. DBBM과 흡수성 콜라겐 차폐막을 이용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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