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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mparison of changes in the buccal keratinized mucosa between
the minimally-invasive crestal incision and apically-positioned
full-thickness flap methods for stage-two implant surge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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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age-two implant surgery, which exposes the implant platform to connect the healing abutment, affects the width of the peri-implant
keratinized mucosa thereby affecting the long-term prognosis of the implant.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compare the changes
in the width of the peri-implant buccal keratinized mucosa between the minimally-invasive crestal incision (MCI) procedure and the
apically-positioned full-thickness flap (APFTF) method during stage-two implant surgery. A total of 74 implants were placed in 41
patients. The MCI group included 27 implant cases wherein, healing abutments were connected after stage-two implant surgery using
the MCI in 18 patients. The APFTF group comprised 47 implant cases wherein, healing abutments were connected after stage-two
implant surgery using the APFTF method in 23 patients. The buccal keratinized mucosa widths (BKMW) of the healing abutment
and prosthesis were measured at the mesial, central, and distal aspects after the stage-two surgery and the final restoration. A decrease
in the BKMW in both groups after stage-two implant surgery was observed when compared with those after the final restoration;
furthermore, the BKMW was significantly lower after stage-two implant surgery in the MCI group (p <0.001). No statistically
significant difference in BKMW was noted between the MCI and APFTF groups at any point. These results reveal that the APFTF
method was more effective than MCI in terms of preserving the buccal peri-implant keratinized mucosa during stage-two implant surge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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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치아가 상실되면 치조골의 협설 폭경이 감소하는데 첫 1년동
안 협설 폭경의 50%가 감소하며, 이 중 2/3는 첫 3개월동안 흡

란트 식립 시 흡수된 치조제에서 골이식이 필요한 경우에 일차
폐쇄를 유도하기 위해서 협측 판막은 치관측으로 변위된다[3].
이 경우, 협측의 각화점막을 확보하기 위한 부가적인 처치가 요
구된다.

수된다[1]. 설측에 비해 상대적으로 얇은 협측 치조골이 흡수되

협측 각화점막을 확보하기 위한 방법은 크게 판막술과 무판

면서 협측 점막치은 경계가 치관측으로 이동한다[2]. 또한 임플

막술로 구분된다. 먼저 판막술은 근단변위 부분층 판막술(ap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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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lly positioned partial thickness flap, APPTF) 또는 근단변위

총 74개의 임플란트가 사용되었고 종류는 TSIII (Osstem,

전층 판막술(apically positioned full thickness flap, APFTF)을

Busan, Korea) 33개, Superline (Dentium, Seoul, Korea) 18

통해 설측이나 구개측의 각화점막을 임플란트 협측에 위치시키

개, NanoTite (Biomet 3i, Palm Beach Gardens, FL, USA) 7개,

는 방법이 있고, 유리치은이식술(free gingival graft, FGG)을 동

OsseoSpeed (Astra Tech, Mölndal, Sweden) 8개, CM I (Neo-

반한 APPTF가 있다[4-6]. 무판막술의 경우 Hertel 등[7]이 고

biotech, Seoul, Korea) 6개, 그리고 Luna (Shinhung, Seoul,

안한 절개형 수술법이 있다. 이 방법은 임플란트 고정체 상방에

Korea) 2개였다. 식립 부위는 상악 대구치부 30개, 상악 소구치

치조정 절개를 하고 고정체 상방을 박리 후 치유지대주(healing

부 18개, 상악 전치부 1개, 하악 대구치부 19개, 하악 소구치부

abutment)를 연결하는 방법으로, 치조정 주변의 각화점막을 임

1개, 하악 전치부 5개였다(Table 1).
MCI로 임플란트 2차 수술을 시행한 18명의 환자에 식립된

플란트 협측에 위치시키는 방법이다.
판막술의 경우 임플란트 주위 연조직에 반흔조직이 발생할

27개의 임플란트를 실험군으로 설정하였고, APFTF로 임플란트

수 있고 연조직의 두께가 얇아질 수 있으며, 이로 인한 임플란트

2차 수술을 시행한 23명의 환자에 식립된 47개의 임플란트를

주위 골소실이 발생할 수 있다[8]. 또한 환자에게 통증, 부종, 그

대조군으로 설정하였다.

리고 혈종과 같은 불편감이 발생한다. 반면 무판막술의 경우 최
소한의 절개로 수술 방법이 간단하고, 반흔조직의 생성 및 연조

수술방법

직 수축, 임플란트 주위 골 노출을 최소화하여 환자의 불편감이
감소한다. 따라서 무판막술로 각화치은을 확보하려는 다양한

실험군의 경우 최소한의 치조정 절개를 통해 임플란트 2차 수
술을 시행하였다. 임플란트 플랫폼 노출에 필요한 최소 치조정

방법의 임플란트 2차 수술이 보고되었다[7,9,10].
본 연구는 협측 부착치은을 확보하기 위한 임플란트 2차 수술

절개 길이는 플랫폼의 둘레길이를 2로 나눈 값으로(Fig. 1A), 이

법 중 APFTF를 이용한 판막술과 최소 치조정 절개법(minimal-

는 고정체 직경에 1.6을 곱한 값과 동일하며, 이를 이용하여 절

ized crestal incision, MCI)을 이용한 무판막술을 비교하기 위

개 길이를 정하였다. 만약 치은이 두껍거나 자연치에 가까운 경

하여 수행하였다. 본 연구에 적용된 수술법은 Hertel 등[7]이 고

우에는 고정체 직경 길이의 수직절개(vertical incision)를 부여

안한 수술법을 변형한 것으로, 최소한의 치조정 절개를 통해 봉

하였다(Fig. 1B, C). 임플란트 플랫폼을 노출시킨 후 치유지대주

합하지 않고 수술을 마무리하는 방법이다.

를 연결하였으며 봉합은 시행하지 않았다(Fig. 2). 대조군의 경
우, APFTF로 임플란트 플랫폼을 노출시키고 치유지대주를 연

대상 및 방법

결한 후 판막을 봉합하였다(Fig. 3).

실험 대상

협측 각화점막의 폭경 측정

본 연구는 조선대학교치과병원의 임상연구윤리위원회(In-

임플란트 2차 수술 직후 및 최종보철물 장착 후 협측 각화점

stitutional Review Board)의 승인을 얻고 진행하였다(CUD-

막의 폭경(buccal keratinized mucosa width, BKMW)을 측정

HIRB-1501-003). 41명 환자의 74개의 임플란트가 대상이 되

하였다. 술 후 측정된 BKMW가 최소 2 mm 미만인 경우 최종보

었으며, 남성 28명, 여성 13명이었다. 평균 연령은 51.5세였으

철물 장착 전 각화점막 확보를 위한 추가적인 외과적 처치가 필

며 최소 19세, 최대 72세였다.

요할 것으로 생각하여 실험대상에 포함시키지 않았다. 술 후 치

Table 1. Number of implants by type and placed location
Type of
implant

Maxilla
molar

Maxilla
premolar

Maxilla
incisor

Mandible
molar

Mandible
premolar

Mandible
incisor

Total

TSIII
Superline
Nanotite
Osseospeed
CM I
Luna
Total

13
8
4
3
2
0
30

7
3
3
1
2
2
18

1
0
0
0
0
0
1

7
6
0
4
2
0
19

1
0
0
0
0
0
1

4
1
0
0
0
0
5

33
18
7
8
6
2
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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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length of crestal incision = Circumference of implant fixture/2
(2 R/2)
..
=1.6 (diameter of fixture)

T
F

F

Fig. 1. Minimalized crestal incision. (A) The location and length of minimalized crestal incision. (B) Minimalized crestal incision with 1 vertical
incision. (C) Minimalized crestal incision with 2 vertical incision. Black line, incision line; R, half of the fixture diameter; F, implant fixture; T,
tooth; G, gingiva.

A

B

C

Fig. 2. Surgical procedure of stage-two implant surgery using minimalized crestal incision. (A) Before stage-two implant surgery. (B) Incision
and implant platform exposure. (C) Healing abutment connection without suture.

A

B

C

Fig. 3. Surgical procedure of stage-two implant surgery using apically positioned full thickness flap. (A) Before stage-two implant surgery. (B)
Incision and flap elevation for implant platform exposure. (C) Healing abutment connection and suture.

유지대주의 근심, 중앙, 원심측에서 각각 각화점막의 폭경을 측

(IBM Co., Armonk, NY, USA)을 모든 통계 분석에 사용하였고,

정하였고, 2–4개월의 보철물 제작 기간을 거쳐 최종보철물을

유의 수준은 p ＜0.05로 설정하였다.

장착하고 동일 부위에서 BKMW를 재측정하였다.

통계분석

결 과
임플란트 2차 수술 직후, 최종보철물 장착 후 측정된 BKMW

수술 방법 및 측정시기에 따라 BKMW의 평균값 및 표준편

평균값은 실험군에서 3.16±0.84 mm, 2.69±1.17 mm (Table

차를 계산하였다. 표본의 정규성 검정을 위하여 Shapiro–Wilk

2), 대조군에서 3.07±0.63 mm, 2.89±0.96 mm로(Table 3),

test를 수행하였다. 수술 방법에 따른 그룹간 비교 및 측정시기

실험군과 대조군 모두에서 측정부위에 상관없이 감소하였으

에 따른 그룹 내 비교를 위해 Mann–Whitney U-test와 Wil-

며 실험군에서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관찰되었다(p ＜

coxon signed rank-test를 각각 수행하였다. SPSS ver. 20.0

0.001). 측정부위에 따른 BKMW 값은 측정시기에 상관없이 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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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2. BKMW of minimalized crestal incision group
MCI group
(n=27)
Mesial
Central
Distal
Average

Table 3. BKMW of apically positioned full thickness flap group

BKMW (mm)
After stage-two
surgery

After final
restoration

p -value

APFTF group
(n=47)

3.33±0.98
2.96±0.92
3.19±0.86
3.16±0.84

2.89±1.23
2.52±1.23
2.67±1.39
2.69±1.17

0.003*
0.006*
0.003*
<0.001*

Mesial
Central
Distal
Average

BKMW (mm)
After stage-two
surgery

After final
restoration

p -value

3.19±0.79
2.79±0.71
3.25±0.78
3.07±0.63

3.09±0.99
2.55±0.94
3.02±1.28
2.89±0.96

0.442
0.092
0.331
0.332

Values are presented as mean±standard deviation.
BKMW, buccal keratinized mucosa width; MCI, minimalized crestal
incision.
*Statistically significant difference (p <0.05).

Values are presented as mean±standard deviation.
BKMW, buccal keratinized mucosa width; APFTF, apically positioned
full thickness flap.

측 중앙에서 가장 작은 값을 보였다. 그룹간 비교 시 최종보철

발생한 것으로 추정된다. 그러므로 최종보철물 장착 후 최소 2

물 장착 후 BKMW의 변화량은 실험군과 대조군에서 각각 평

mm 이상의 각화점막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MCI를 이용한 방법

균 0.47 mm, 0.18 mm로, 대조군에 비하여 실험군에서 더 많

일 경우 수술 시 최소 2.5 mm 이상의 각화점막을 확보할 때에

이 감소하였으나 통계적 유의성은 관찰되지 않았다(mesial,

만 사용이 가능하다.

p =0.442; central, p =0.092; distal, p =0.331).

임플란트 주변 각화점막의 필요여부는 아직까지 논란이 있
다. 각화점막과 임플란트 생존율에 관한 연구에서 각화점막의

고 찰

상태와 상관없이 임플란트는 높은 생존율을 보였다고 보고되었
다[11,12]. 또한 임플란트 생존율과 각화점막의 폭경은 상관관

이번 연구에 적용된 수술법은 통상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계가 없다는 보고도 있었다[13]. 반면 각화점막이 부족할수록

APFTF와 무판막술의 한 종류로 임플란트 주변의 각화점막을

임플란트 주위 점막염이 증가하며, 임플란트 주변 골소실도 증

보존하는 방법인 Hertel 등[7]이 고안한 절개형 수술법을 변형

가한다는 보고도 있었다[14].

한 것이다. Hertel 등[7]이 고안한 방법은 임플란트 고정체 직경

각화점막과 임플란트 주위조직에 관한 연구에서 각화점막의

의 3–4배 길이의 치조정 절개를 부여하여 임플란트 고정체의

폭이 2 mm 미만인 그룹이 2 mm 이상인 그룹에 비해서 설측

플랫폼을 노출시킨 후 치유지대주를 연결하고 치유지대주 양쪽

치태 침착, 설측 modified sulcus bleeding index (mSBI) 그리

을 봉합했지만, 본 연구에서는 플랫폼만 노출될 만큼 최소한의

고 협측 연조직 퇴축량이 유의하게 더 높았으나, 협측 치태침착

치조정 절개를 하고 치유지대주 연결 후 따로 봉합하지 않았다.

및 mSBI는 유의적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는 보고도 있었다[15].

이는 APFTF 뿐만 아니라 Hertel 등[7]이 고안한 기존의 무판막

Crespi 등[16]은 4년 간의 후향적 종단적 연구에서 각화점막이

술보다 비침습적인 수술법으로, 출혈과 환자의 불편감이 거의

2 mm 이상인 그룹과 2 mm 미만인 그룹 간에 임플란트 주위 평

없었으나 치유지대주에 의한 인접연조직의 압박이 강하게 발생

균 골소실량과 임플란트 생존율 간에 유의적 차이는 없었지만,

하였다.

gingival index, modified plaque index, modified bleeding

임플란트 보철수복 후 측정된 BKMW는 실험군과 대조군 모

index, 그리고 gingival recession에서는 각화점막이 2 mm 미

두 감소하였으나, MCI로 수술한 실험군에서는 통계적으로 유

만인 그룹이 유의하게 높은 결과를 보이며, 그 결과 임플란트 주

의한 차이가 있었다. 대조군에서 BKMW의 감소량은 약 0.18

변 각화점막이 부족할 경우에 치은염, 치태침착, 그리고 치은퇴

mm로 거의 변화가 없었으나 실험군에서는 BKMW의 값이 약

축이 증가할 수 있다고 보고하였다. Chung 등[17]에 따르면 각

0.47 mm 감소하였다. 대조군에서 사용된 APFTF 경우 외상으

화점막이 2 mm 이상인 그룹과 2 mm 미만인 그룹간 비교에서

로 인한 연조직의 퇴축이 발생할 수 있으나 혈병과 육아조직에

치조골 소실량은 유의적인 차이를 보이지 않았지만, gingival

의한 연조직의 2차치유가 이를 보상함으로써 각화점막의 감소

index와 modified plaque index는 각화점막이 2 mm 미만인

가 최소화되지만, MCI의 경우 출혈과 연조직 열개가 거의 없

그룹에서 더 높았다.

어 2차치유가 발생하지 않으며, 치유지대주에 의한 강한 연조

이상의 연구 결과들을 종합해보면 임플란트 주위의 부족한

직 압박으로 인하여 치유지대주 주변 연조직이 조직개조(tissue

각화점막은 임플란트 생존율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는 논란의

remodeling)에 의하여 퇴축될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결과가

여지가 있지만, 임플란트 주위 치태 침착, 치은염, 그리고 치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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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축을 증가시키는 등 장기적 관점에서 임플란트의 수명에 영
향을 미칠 수 있는 요인과 연관이 있었다. 따라서 임플란트 생존
율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위험요인을 제거하기 위해서도 임플란
트 주위 각화점막은 중요하다. 그러므로 각화점막의 폭경을 유
지할 수 있는 적절한 임플란트 2차 수술법의 선택이 중요하며,
APFTF는 그러한 수술 방법 중 하나이다. MCI은 APFTF에 비해
각화점막의 유지에 불리하지만 수술 방법이 간단하고 수술시간
이 짧으며, 술 후 부종과 통증 등 불편감을 감소시킬 수 있으므
로 각화점막의 폭이 충분히 두꺼울 경우 선택 가능한 대안이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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