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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상

정준호 교수 지·상·강·좌

GBR에서 한걸음 더: sausage technique
치아가 상실된 환자에 있어서 임플란트 식립을 이용

의 편리함도 갖추고 있음은 물론 wound dehiscence

한 치료는 이제 전국민이 인지하고 있는 수준에 이르

의 발생 측면에서도 장점을 가지고 있다. S. Meloni와

렀으며, 치과의사가 치료 계획에 대해 말 꺼내기 전부

I. Urban이 2019년 발표한 바에 따르면, GBR 7개월 이

터 임플란트 치료가 가능한지 물어보는 환자 역시 많

후 골 폭경 측정 결과, 술 전 3.07mm 에서 8.07mm로 평

다. 그만큼 임플란트에 대한 인지도나 선호도는 의치

균 5.03mm 증가된 것으로 측정되었고, 임플란트는 식

나 브릿지를 이용한 보철 치료를 넘어서고 있고, 따라

그림 2

서 임상적으로 도전적인 임플란트 케이스 역시 늘어나

그림 3

립 이후 3년간의 follow-up 결과 변연골 흡수량 평균
1.15mm로 성공 기준에 부합하였다. <표 1>
이 술식을 위한 첫번째는 여느 GBR과 마찬가지로

고 있다.
임플란트 식립을 어렵게 하고 장기적인 예후를 불

절개를 시행하는 것이다. 골이식이 시행될 부위의 치

량하게 하는 대표적인 이유는 역시 폭과 고경이 감소

조정 부위에 No.15 blade를 이용하여 절개를 시행하고

된 치조골이라 생각된다. Short implant와 narrow

골이식부를 노출시킨다.(그림 2, 3) 골이식부위가 넓고

implant의 장기간 생존률과 성공률이 양호하다는 보

양이 많다면 자가골을 이용하는 것이 골질과 치유기간

고가 계속되고 있어 그 유용성은 의심의 여지가 없다.

그림 4

측면에서 유리하기 때문에 필자는 자가골을 일부 채취

그러나 적절한 Crown-to-Root ratio와 emergency

는 것이 매우 중요한 요소이다. 그것이 자가골 블록이

하기 위하여 연조직 절개를 골이식 시행부보다 후방으

profile를 고려하였을 때, 짧고 얇은 임플란트만 고집

가지는 핵심 장점 중 하나이며, 동종골 블록도 역시 마

로 연장하여 상악에서는 maxillary tuberosity, 하악

할 수는 없으며, 또한 변연골의 폭경을 확보하기 위하

찬가지다. Particulate bone material은 1) 수술 시

에서는 buccal shelf를 노출시킨다.(그림 4) 이 술식

여 깊게 식립한다고 해도 하방에 존재하는 해부학적

flap 조작 및 봉합, 2) 수술 후 구강 점막의 움직임, 3)

에서는 첨가된 자가골의 흡수로 인한 부피의 감소를

구조물을 무시할 수는 없다. 따라서 임플란트 식립과

섭식과정에서의 점막 눌림 등에 의하여 지속적인 이동

고려하여 골이식의 양을 충분히 하기 때문에 수직 절

동시에, 또는 식립 하기 전에 GBR을 시행해야만 하는

이 발생하게 그림1과 같이 의도한 위치에서 벗어난 경

개가 골이식부의 근원심에 반드시 필요하며, 골이식부

경우가 상당수에 이른다.

우가 많다.

에서 최소 5mm 떨어져서 시행하는 것이 추천된다.

치조골의 증대를 위하여 과거부터 널리 사용된 방법

이러한 경험은 GBR을 시도해본 치과의사라면 누구

은 자가골 블록을 이용하는 것으로, 하악골의 ramus 나

나 겪었을 것으로 생각되며, follow up 과정에서 마치

chin, 또는 골반부위의 장골에서 블럭골을 채취하여 골

골이식재가 흡수되어 없어진 것으로 오인하기도 한다.

이식이 필요한 수혜부에 고정하는 방식이다. 골형성능

골이식재의 움직임으로 술자가 처음 이식한 위치에

과 골유도능을 가지고 있다는 점에서 큰 장점을 가지고

서 벗어나고 또 넓게 펴져 있게 되어 marginal bone

있으나, 수술 부위가 추가되는 점, 수술 시간이 증가되

level에서 충분한 골생성을 얻지 못함은 물론, 잦은 움

는 점에서 환자나 술자의 선택이 많이 감소한 추세이다.

직임은 육아조직을 형성하여 불량한 골질의 원인이 되

이에 대한 대체 방식으로 차폐막과 particulate

기도 한다.

그림 5

그림 6

자가골 채취는 골절도나 치즐을 이용하기도 하며,

bone material을 이용한 GBR 술식이 널리 이용되고

차폐막 대신 titanium mesh를 이용하여 공간 유지

하악골의 경우 단단하기 때문에 bone collector drill

있다. 대개 골이식재로 이종골 이식재나 합성골 이식

를 극대화하고, 또 과거에 판매되던 mesh 대비 조작

과 같이 드릴링하여 bone particle을 수집할 수 있는

재를 사용하나 골형성능이나 골유도능을 가지고 있지

성과 편이성을 향상시킨 다양한 kit도 출시된 상태이

도구를 쓴다면 어렵지 않게 분쇄 자가골을 얻을 수 있

않으며 골전도능에 의존하여 신생골의 형성을 기대해

다. 이러한 titanium mesh GBR kit는 다양한 형태와

다.(그림 5) 골이식이 시행될 부위에는 혈류 공급을 원

야 하기 때문에 수술 이후 장기간을 기다려야 하고 골

크기의 mesh를 제공하고 있으나, 지출 비용의 상승,

활히 하기 위하여 2mm round bur를 이용하여 골천공

이식재가 고정되어 있지 않아 술식의 편리함과 더불어

mesh 하방의 연조직층 생성, wound dehiscence 발

을 시키기도 한다.(그림 6)

그 단점 역시 많이 존재하는 현실이다. 골전도능으로

생 비율이 높은 점, 간혹 흡수성 멤브레인의 추가 사용

골생성을 극대화하기 위한 조건으로 골생성과 관련되

을 필요로 한다는 점은 단점으로 꼽히고 있다.

지 않은 세포의 차단과 공간 유지능이 필수적이다. 세

이번 기고를 통하여 소개해드릴 방식은 Prof.

포를 차단하기 위한 차폐막으로 현재는 흡수성 콜라겐

Istvan Urban이 소개하여 현재 널리 인기를 얻고 있

멤브레인이 대다수 사용되고 있고, 그 종류에 따라 만

는 ‘sausages technique’이란 술식이다. 초기 합

족할 만한 흡수 기간을 가지는 멤브레인 역시 시중에

병증을 제외한다면 GBR 성공의 열쇠는 위에서 서술

서 구할 수 있다.

한 바와 같이 우리가 쌓아 놓은 이식재가 얼마나 제자

그림 7

그림 8

골이식재가 scaffold로서의 역할에 충실하고 공간

리에 위치하고 있는지에 달려있다고 생각한다. 이런

골이식재와 채취한 자가골(또는 동종골)을 수술

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골이식재의 움직임을 최소화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소개된 방식들 중 sausage

부위에서 수집한 혈액을 이용하여 혼합한다. 본래 소

technique의 장점은 최소의 비용으로 최대의 효과를

개된 방식에서는 이종골 : 자가골 비율을 1:1로 하

낼 수 있다는 점이 아닌가 싶다. Pin을 이용하여 흡수

는 것을 추천하고 있으나 필자의 경우 이식량에 따라

성 멤브레인이 골이식재를 감싼 채로 고정되도록 하

서 이종골만 사용한적도 있고 탈회동결건조 동종골

기 때문에 멤브레인 유지 기간동안 골이식재의 위치가

을 대신 혼합하여 양호한 결과를 얻기도 하였다.(그

안정적으로 유지된다. 사용되는 재료는 멤브레인을 고

림 7) 봉합하기 바로 전에 releasing incision을 시

정하기 위한 pin을 제외하면 일반 GBR과 크게 다를

행하는 것도 나쁘지 않으나 골이식 이후 골막 절개하

바 없으며, 흡수성 멤브레인을 사용하기 때문에 조작

면 이식재와 차폐막으로 인하여 시야와 기구 조작이

<표1>

그림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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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한되고, 또 출혈이 술식의 후반부에 다시 발생하기
때문에 필자는 혼합된 골이식재를 골이식부에 적용
하기 전에 미리 releasing incision을 시행하는 것
을 선호한다.
그림 13

그림 14

그림 19

그림 20

그림 21

그림 22

에도 releasing incision을 조심스럽게 시행하거나
mylohyoid muscle까지 깊게 박리하도록 한다. 봉합
은 매트리스 봉합과 단속 봉합 두 방법을 이용하여 시
행하는데, 절개의 넓이에 따라 한 부위 또는 두 부위에
그림 9

그림 10

수평 매트리스 봉합을 시행하며 절개부위에서 5mm에

수혜부의 준비가 완료되면 통상의 방법 대로 혼합된

서 1cm 정도 떨어져 위치시킨다.(그림 11) 단속 봉합

골이식재를 원하는 위치에 적용하고, 흡수성 차폐막을

은 그보다 절개선에 가깝게 위치시킴으로써 봉합이 두

적절한 크기로 트리밍하여 이식재 위를 피개한다. 멤

층으로 이루어지도록 한다. (그림 12, 13) 본래 술식에

GBR만 단독으로 시행하는 경우 외에도, 임플란트

브레인의 협측과 구개측 또는 설측 가장자리는 이식재

서는 매트리스 봉합을 위하여 4-0 vicryl을 이용하나

식립 시 협측 스레드 노출이 발생하고 향후 치유 과정

위에 위치하지 않고 반드시 골위에 존재하도록 하며,

4-0나 5-0 nylon을 이용하여도 무방하였다.

에서 발생하는 골흡수로 인하여 노출이 심화될 것으로

수 있다. (그림 16-18)

먼저 구개측 또는 설측에 pin을 mallet을 이용하여 고

예상되는 경우에 식립과 동시에 시행하여도 임상적으

정시키도록 한다. 다만 위와 같은 방법으로 골이식재

로 우수한 결과를 나타낸다.(그림 19-22)

를 먼저 쌓아놓고 차폐막을 덮으면, 차폐막을 고정하

이번에 소개한 sausage technique은 자가골 블럭

는 과정에서 이식재가 흐트러지게 되기 때문에 술자는

이식의 공여부와 같은 추가적인 수술 부위를 요구하

골이식재를 적용하기 전에 차폐막을 먼저 위치시키고

지 않으며, 소요되는 재료의 비용적인 측면에서 효율
적이고, 흡수성 차폐막의 사용으로 연조직 치유에 있

설측 또는 구개 측에 pin을 식립함으로써 사진과 같이
차폐막의 한 면이 먼저 고정되도록 하는 것을 선호한

그림 15

그림 16

어 장점을 가지고 있다. 또한 골이식재의 위치가 안정

다.(그림 8, 9) 그 다음에 골이식재를 위치키시고 협측

적으로 유지됨에 따라 성공적인 GBR의 가능성이 어

의 원심 -> 근심 -> 중앙 순으로 pin을 고정하도록 한

느 술식에 뒤지지 않는다고 생각된다. 술식의 난이도

다. 협측 중앙에 pin을 가장 마지막에 위치시키는 것이

역시 높지 않은 편이나, 익숙해질 필요가 있는 부분은

포인트이며, pin을 심을 때는 멤브레인을 당겨서 긴장

pin을 mallet을 이용하여 식립하는 과정과 releasing

감을 준 채로 pin을 고정하여 멤브레인이 골이식재를

incision일 것이다. 이러한 부가적인 과정에 익숙해진

약간 타이트하게 감쌀 수 있도록 한다. (그림 10) 골이

그림 17

그림 18

식재가 충분하지 않아 멤브레인에 긴장감이 너무 부족

수술 이후 감염 방지를 위하여 아목사실린 계열이

하다면 차폐막의 근심면을 통해서 골이식재를 추가로

나 세팔로스포린 계열의 항생제를 1주일 간 복용하도

넣도록 한다.

록 하며, 동시에 0.2% 클로헥시딘 용액으로 가글하도

다면 임상적으로 도전적인 상황에서도 기존 GBR 술식
에 비하여 우수한 결과를 기대할 수 있는 술식이라 생
각한다.

록 하는 것이 추천된다. 술자의 선택에 따라 필요하다
면 술 전 예방적 항생제를 투여하도록 한다. 발사는 수
직 절개부위는 최소 1주, 치조정 절개 부위는 1-2주 경
과된 이후에 시행하도록 하는 것이 추천되며, 수평 매
트리스 봉합은 술 후 2주나 3주에 발사하는 것이 좋
다.(그림 14, 15) 골이식양에 따라서 편차가 있지만 1-2
그림 11

그림 12

wall defect 부위에서는 6-7개월 가량 골생성 기간을

봉합전에 협측과 구개측 또는 설측 flap간에 긴장

준 후에 임플란트를 식립하는 것이 안전할 것으로 생

감 없는 접촉이 가능한 것을 먼저 확인해야 한다. 하

각된다. 약 6개월 후 골이 충분히 생성된 것을 관찰할

악에서 시행하는 경우, 필요하다면 설측 flap의 골막

수 있으며 임플란트의 협측에도 충분한 골량을 확보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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