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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론

성장장애는 진단학적으로 일차성 성장장애, 이차성 성
장장애 그리고 원인을 알 수 없는 그룹으로 나눌 수 있
다.1 이 세 번째 그룹은 최근에 특발성 저신장으로 알려

져 있다. 일차성 성장장애는 임신 중에 골격 이형성증과 
염색체 이상이 나타나거나 다른 유전적인 요인으로 저신

장이 온 것이고, 이차성 성장장애는 영양실조, 스트레스, 
만성전신 질환으로 인해 발생한다. 마지막의 특발성 저
신장은 환자의 성, 연령, 인구에 해당하는 평균키에서 2
배의 표준편차보다 작은 키를 가지면서 그 원인을 파악

하지 못하는 경우를 나타낸다.2

성장장애 환자에 대한 두개안면부의 성장 방식에 대한 

연구에 대해서는 지속적 관심이 있어 왔다.3,4 그리고 염
색체 또는 성장 호르몬의 이상이 없고, 작은 머리 둘레를 
가지며, 경계선 정신지체를 나타내는 성장장애 환자에서 
왜소치, 부분 무치악, 구근상 치근(bulbous roots), 유치

의 만기잔존, 장수치, 치근 외흡수와 같은 구강 상태를 보
이는 증례가 발표된 바 있다.5,6

무피판 임플란트 수술은 절개와 봉합 과정이 없어서 
위와 같은 합병증을 최소화 할 수 있으며, 술 후 회복이 
빠르고 비교적 수술 시간이 짧기 때문에 환자의 만족도

와 편안함이 증가한다.7 그러나 피판을 거상하지 않는 경
우 치조골의 상태를 눈으로 직접 확인할 수 없으므로 골
삭제의 각도가 잘못되면 치조골의 천공, 열개 가능성이 
있다.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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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lapless implant surgery on atrophied alveolar ridge in a patient with 
growth disord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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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growth disorder influences craniofacial development and early loss of permanent teeth. This case reports the importance of 
computerized tomography (CT) and surgical guide to identify horizontal bone loss, adjacent teeth and to guide drills when placing 
implants in a short stature patient. The patient has idiopathic short stature and the 3rd grade of intellectual disability. To recover 
posterior mandibular teeth, implant treatment was planned. CT images showed that the adjacent teeth were located markedly 
to the buccal side. A CT-based surgical guide was fabricated and implants was placed using flapless surgery. Bone dehiscence and 
fenestration may happen when the surgical guide was fabricated just based on adjacent clinical crowns. Thus, it is essential to 
analysis bone and teeth and to make surgical guide through CT, especially in atrophied bone on grow disorder patients. Furthermore, 
systematic researches are recommended to elucidate the relationship between growth disorder and tooth malposition. (J Dent 
Rehabil Appl Sci 2014;30(2):1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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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피판 수술의 문제점을 최소화 하기 위해 여러 가지 
방법들이 사용되고 있다.9 단일 치아의 회복일 경우 치
근단 방사선 사진과 진단모형의 이용 그리고 임상적 진
단을 통해 치조골의 너비를 충분히 알아낼 수 있다.10,11 
부가적으로 무치악 부위의 치조골 상태와 주변의 점
막 두께를 확인하기 위해 치은 관통 탐침(transgingival 
probing, bone sounding)으로 비교적 정확하게 골과 
연조직의 두께를 확인할 수 있다.11,12 컴퓨터 단층촬영

(computerized tomography: CT)은 수술부위의 상태를 
확인하고 주의해야 할 주변 해부학적 구조를 확인하는

데 탁월한 정확도와 단면영상을 제공하므로 구치부나 
복잡한 임플란트 식립시에 진단 및 계획 도구로 사용되

고 있다.9,13 임플란트 스텐트는 모형 혹은 CT를 기반으

로 제작되며 제작된 방식에 따라 임플란트 식립시 위치 
혹은 방향을 안내한다.14 이러한 스텐트는 무피판 방식

으로 임플란트 식립시 식립 정확성과 술자 편의성을 증
대시킨다.

지금까지 성장장애 환자에 대한 두개안면의 성장 패
턴에 대한 연구는 진행되어 왔지만,3,4 성장장애 환자에

서 치아의 치조골에 대한 위치 이상과 임플란트 식립에 
대한 증례는 거의 보고 되지 않았다. 본 증례의 목적은 
성장장애 환자에서 치아를 조기 상실한 부위에 무피판 
술식으로 임플란트를 식립 시 CT를 이용한 인접치아의 
위치 평가의 중요성과 임플란트 가이드의 필요성을 확
인하는 것이다.

증례 보고

20세의 여환이 저작 기능의 회복을 주소로 경북대학

교 치과보철과에 내원하였다. 환자는 2013년에 경북대

학교 소아청소년과에서 염색체 수의 이상이 없는 특발

성 저신장으로 진단받았으며, 2008년에 부산대학교병

원 정신건강의학과에서 정신지체 3급을 진단받았다. 신
장은 138 cm, 체중은 57 kg으로 10세 정도의 발육상태

를 보였다. 2007년에 부산대학교 치과병원 소아치과에

서 우식으로 35, 36번 치아를 발거한 치과병력이 있었

다. 운동 신경 발달, 혈액검사, 흉부방사선 검사는 정상 
정상범주를 보였다.

구강의 임상 및 방사선 검사를 시행한 결과 악골은 골
격성 3급 부정교합 양상이었고, 전치부는 반대교합을 
나타내었다(Fig. 1). 상하악의 악궁 모양은 둥근 형태이

고, 전치부 치간이개가 있었다(Fig. 2, 3). 54, 74, 84번 유

Fig. 1. Initial clinical photograph; frontal view.

Fig. 2. Initial clinical photograph; upper view.

Fig. 3. Initial clinical photograph; lower view.

Flapless implant surgery on atrophied alveolar ridge in a patient with growth disorder



172 J Dent Rehabil Appl Sci 2014;30(2):170-5

Fig. 5. Initial cross-sectional CT image (A) #34 area, (B) 
edentulous area with radiographic stent.

국소마취 하에 치조정상에 작은 수평 절개를 한 후 
미리 제작된 임플란트 가이드를 이용하여 판막의 거
상 없이 임플란트를 식립하였다(Fig. 6). 임플란트는 길
이 10 mm, 너비 4.0 mm의 SuperLine (Dentium, Seoul, 
Korea)을 사용하였다(Fig. 7, 8). 수술 후에 치유지대주

를 바로 연결하여 지대주의 상단부가 구강 내로 노출되

도록 하였다. 

Fig. 4. Initial panoramic view.

A B

Fig. 6. (A) Before surgery with implant guide, (B) After 
surgery.

A B

Fig. 7. Periapical view after surgery.

Fig. 8. Cross sectional CT image after surgery.

구치가 만기잔존하고 있었으며, 24, 35, 36, 45번 치아는 
상실된 상태였다(Fig. 4). 전체 치아의 치근이 짧은 편이

였고, 37, 47번 치아는 장수치였다. 31, 41번 치아는 부
분 치관 파절(Ellis 2급) 양상을 보였다. 치아가 상실된 
구치부에서 수평적 치조골 흡수(Siebert 1급) 양상을 보
였는 데, 특히 34번과 44번에 인접한 후방 부위에서 심
한 협측 골흡수를 나타내었다. 구강 위생은 양호했고, 
연조직은 건강하였다.

하악의 상실된 치아 부위에 임플란트를 이용한 고정

성 보철을 계획하였다. 환자의 법정대리인과 상의 시 비
침습적인 치료를 원하여 판막을 거상하지 않고 임플란

트를 식립하기로 하였다. 수평적 치조골 흡수 양상의 확
인과 임플란트 가이드 제작을 위해 컴퓨터 단층촬영을 
시행하였다. 특징적으로 무치악 부위에 인접한 34번 치
아의 횡단면 영상에서 치아가 하악골에 기준해서 협측

으로 위치되고 기울어서 있는 것이 관찰되었다(Fig. 5). 
임플란트 가이드는 인접치의 위치와 기울어짐을 반영하

여 제작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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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찰 

본 증례의 환자는 원인이 명확하지 않은 성장장애를 
가진 경우로 24, 35, 36, 45번 치아가 상실되어 있었다. 
일반적으로 구강 위생 관리가 잘 되지 않았을 때 우식 
또는 치주질환으로 치아를 조기 상실한다. 치관 및 치근 
우식은 구치에서 가장 빈번히 발행하고,15 구치부의 우
식 감수성이 높은 것은 구치부가 전치부보다 먼저 상실

되는 것과 연관 된다.16 본 증례와 같이 치근이 짧고 장수

치를 가지는 경우 우식 혹은 치주 질환 시 치아를 조기 
상실할 가능성이 높아진다. 그리고 3급 정신지체가 동
반하고 있었는 데 구강위생 관리 능력이 상대적으로 저
하됨에 따라 우식 이환율이 더욱 높아져 치아 상실을 발
생시킨 것으로 생각된다.

치아가 상실된 경우 1년 안에 골의 약 25% 가량이 소
실되며, 3년 동안 40 - 60% 정도가 소실된다.17,18 치조

골의 위축은 협측 치조골의 상실(79%)이 설측의 상실

(21%)보다 크다.19 이러한 흡수 양상은 치조제를 얇게 
만들고 치조골의 각도를 변화시켜 임플란트 식립시 각
도를 제한하고 임플란트의 순측을 따라 적절한 골조직

의 두께를 얻는데 어려움을 주게 된다.20 본 증례에서도 
임상 및 방사선 촬영 시 치아를 조기 상실한 부위에 협
측의 치조골 흡수가 심한 것을 관찰할 수 있었다. 

흥미로운 것은 본 증례의 환자의 CT 단면 영상에서 
무치악 부위의 인접치가 치조골 상에서 비정상적으로 
협측에 위치하고 있었다는 것이다. 일반적으로 자연치 
사이의 무치악 공간에 임플란트를 식립하는 경우 인접

치의 위치를 고려해서 식립 위치를 결정한다. 본 증례와 
같이 인접치아가 협측으로 위치된 경우 CT를 기반으로 
않고 인접치를 기준으로 스텐트를 제작하고 식립하는 
경우에는 협측 골의 열개 혹은 천공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 

성장장애와 치아가 협측으로 위치된 것과의 연관성은 
본 증례만으로 단정 지을 수 없다. 하지만 성장장애가 
치아의 형태에 영향을 미쳐 크기와 형태에 영향을 미치

는 것과 같이 악골내에서 치아의 위치에도 영향을 미칠 
수도 있다. 따라서 성장장애와 악골내 치아위치와의 관
련성을 파악하기 위해 더욱 많은 증례에서 체계적인 분
석이 필요할 것이다.

결론

성장장애를 가진 환자에서 선천적 치아 형태이상과 
구강위생 관리 불량으로 인한 치아의 조기 상실과 치아

의 위치 이상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 그러므로 위축된 
골에 임플란트를 식립시 CT의 단면 영상에 기반한 골 
흡수와 인접치의 평가, 그리고 임플란트 가이드의 제작

이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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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장 장애를 가진 부분 무치악 환자에서 위축된 골에 무피판 임플란트 수술 증례

이두형*

경북대학교 치과대학 치과보철학교실

성장장애는 두개안면부의 골격성장과 영구치의 조기상실에 영향을 미친다. 본 증례는 성장장애 환자에서 치아를 조기 
상실한 부위에 무피판 술식으로 임플란트를 식립 시 컴퓨터 단층촬영(CT)을 통한 인접치아의 확인과 임플란트 가이드

의 필요성을 살펴보았다. 특발성 저신장과 3급 정신지체의 20세의 여환에서 구치의 회복을 위해 임플란트 고정성 보철

을 계획하였다. CT 영상에서 인접치가 심하게 협측으로 위치되어 있었고, 이를 반영하여 가이드를 제작후 임플란트를 
식립하였다. 이상 위치된 인접치를 기준으로 임플란트를 식립할 경우 협측 골의 천공이 발생할 수 있다. 그러므로 성장

장애 환자에서 치아 조기 상실부에 임플란트를 식립 시 CT를 통한 치아의 위치 확인과 가이드의 제작이 요구된다. 
(구강회복응용과학지 2014;30(2):1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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