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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PEN ACCESS
Severe plaque accumulation might occur in the shallow vestibule around dental implants, resulting 
in a higher occurrence of  peri-implant mucositis or peri-implantitis. This case series aimed to evaluate 
the efficiency of  modified periosteal fenestration (mPF) for treating a patient with a shallow 
vestibule and reduced width of  attached mucosa around dental implants. The mPF technique was 
performed by modifying the traditional periosteal fenestration method. Initially, the partial-thickness 
apically positioned flap (APF) was performed. After that, horizontal parallel periosteal fenestration 
incision was done from the coronal border of  the APF toward the crown of  the implant at 2 mm. A 
full thickness flap elevation in the apical direction was performed to create an osseous exposure of  2 
mm or more from the incision site. A linear island of  denuded bone was thus produced. The wound 
so created was covered with resorbable periodontal pack. In all three patients, sufficient dimension 
of  attached mucosa and deepened vestibule around dental implants were gained and maintained 
during the follow-up period ranging from 12 to 18 months. Thus, the mPF procedure, which we 
first suggested, might be a powerful alternate treatment modality for vestibuloplasty around dental 
implants, to traditional APF only or free gingival graft procedures.

Keywords: Apically positioned flap, Free gingival graft, Periosteal fenestration, Vestibuloplas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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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임플란트 주변 연조직 건강을 위해서 각화점막 또는 부착점막이 필요한지에 대해 상반된 연구결과들

이 보고되고 있다.1,2 즉, 임플란트에서도 자연치와 마찬가지로 아직까지 임플란트 주변 연조직의 건강

과 각화점막 폭 간의 관계는 명확하게 규명되지는 않았다. 하지만, 각화점막과 전정 깊이 사이에는 일반

적으로 상관관계가 존재한다.3 적절한 각화점막이 존재하지 않으면 구강전정이 얕은 상태가 되어 칫솔

질을 포함한 구강위생관리가 어렵게 된다. 특히, 구치부에서 치태침착이 많이 발생하게 되고, 결과적으

로 임플란트주위점막염 또는 임플란트주위염이 발생할 위험이 높아지게 된다.4

지금까지, 용이한 구강위생 관리를 위한 목적으로 충분한 각화점막을 확보하고 전정을 깊게 하기 위

해 다양한 전정성형술들이 소개되었다. 이들 중, 대표적인 술식으로 근단변위판막술5과 유리치은이식

술6 등이 있다. 하지만, 근단변위판막술은 공여부가 필요하지 않아 상대적으로 간편한 술식인 반면에 경

우에 따라 과도한 재발 경향이 관찰된다.7 따라서, 현재까지 유리치은이식술이 각화점막 및 전정깊이를 

확보하는 가장 예지성 있는 술식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8 하지만, 유리치은이식술은 이식편을 얻기 위

한 공여부가 필요하여 환자의 불편감이 증가되고 수술시간 및 술 후 합병증의 위험이 증가하는 단점들

이 있다.9

1960년대, 근단변위판막술의 재발 경향을 보완하고 부착점막을 예지성 있게 확보하기 위해 다양한 

골막천공술이 소개되었다.10,11 Yadav 등은 하악 전치부 자연치를 대상으로 한 최근 연구에서, 골막천공

술이 유리치은이식술과 비슷한 정도의 부착치은 및 전정깊이 확대 결과를 가짐을 보고하였다.12

따라서, 이번 연구에서는 지금까지 자연치에서만 적용된 골막천공술을 변형하여, 구치부 임플란트 주

위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변형된 골막천공술(modified periosteal fenestration, mPF)을 사용한 3개의 증

례들을 소개하고자 한다. 

Ⅱ. 증례보고 

1. 변형된 골막천공술(mPF) 수술 방법

mPF 술식은 Corn이 제안한 수술 방법10을 변형하여 시행하였다.13 먼저, 국소마취하에 통상적인 방

법으로 부분층 근단변위판막술을 시행하였다. 이 때, 가급적 상부 판막에 0.5~1 mm 각화점막이 포함되

도록 절개하였으며, 각화점막 부재 시에는 열구절개를 통해 임플란트 주위 연조직 변연까지 근단변위 

판막에 포함하였다. 부분층 판막을 근단변위 시키기 위해, 흡수성봉합사(Vicryl 5-0®, Ethicon US LLC, 

Somerville, USA)를 사용하여 골막봉합하였다. 다음으로 골막천공을 시행하였다. 즉, 근단변위된 

부분층 판막의 상연과 평행하게 치관방향으로 2 mm 떨어진 지점에서 No. 15c blade를 사용하여 전층

으로 수평절개를 시행하였다. 절개된 부위로부터 골막기자를 사용하여 근단방향으로 전층 판막을 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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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여 2 mm 폭 이상의 치조골을 노출시켰다. 마지막으로, 지혈 및 창상보호를 위해 흡수성 치주포대

(Reso-Pac®, Hager & Werken GmbH & Co. KG, Duisburg, Germany)를 사용하여 수술 부위를 피개하

였다. 수술 후에는 진통제(Aceclofenac 100mg, Dona-A ST, Seoul, Korea) 및 항생제(Augmentin 625 

mg, Ilsung Pharm. Co., Seoul, Korea)를 각각 하루에 두 번 및 세 번씩 일주일 동안 복용하도록 처방하

였다.

2. 증례

1) 첫번째 증례

57세 남환으로 #46, 47 임플란트 식립을 위해 본원 보존과에서 의뢰되었다. 임상적 방사선학적 평가 

후, #46의 경우 실리콘캡(silicone cap)14 을 사용하여 발치 후 즉시 임플란트 식립을 계획하였다. 국소마

취하에서 임플란트 1차 및 2차 수술을 동시에 진행하였으며, 5개월 후 최종보철을 수복하였다. 구치부 

임플란트 최종보철 수복 3개월 후, 0-1 mm 정도의 부착점막이 관찰되었으며, #47 협측에서는 얕은 전

정으로 인해 가동점막이 협측 치경부까지 이장되어 있었다. 따라서, mPF 술식을 사용하여 부착점막 및 

전정 확대를 도모하였으며, 수술 직후 근단변위량은 7-8 mm였다. 1주일 후 부족한 전정깊이가 회복된 

양호한 치유상태가 확인되었고, 전정성형술 12개월 후에도 약 5-6 mm폭의 부착점막 및 전정깊이가 유

지되고 있었다(Fig. 1).

2) 두번째 증례

46세 여환으로 상악 양측 구치부에 임플란트 식립을 위해 내원하였다. #24, 25, 27 발거 3개월 후, 양

측 구치부에 측방접근상악동거상술 및 수직적 치조제증대를 위한 골유도재생술을 동시에 시행하였다. 

5개월 후, #26 협측 치조정 부위에 동종골(Do bone®, CGBio, Seongnam, Korea) 및 흡수성차폐막

(Ossix Plus®, Datum Dental Biotech, Lod, Israel)을 사용한 추가적인 골유도재생술을 동반한 상악 양측 

구치부에 임플란트 1차 수술을 진행하였다. 5개월 후, 얕은 전정을 회복하기 위해, #24, 25, 26 부위에 부

분층 근단변위판막술을 포함한 이중판막술(double flap)을 사용하여 임플란트 2차 수술을 진행하였다. 

1주일 후, 좌측 구치부 협측으로 6 mm 폭 이상의 양호한 부착 점막 및 전정 깊이 상태가 관찰되었다. 하

지만, 6개월 후 0-1 mm 부착점막 및 전정깊이로 다시 재발된 경향이 관찰되었다. 양호한 치태관리 환

경을 위해 전정성형술을 시행하기로 환자분께서 동의하여, mPF 술식을 이용하여 부착점막 및 전정 확

대를 도모하였으며, 수술 직후 근단변위량은 8-9 mm였다. 12개월 후, 4-7 mm로 확장된 부착점막 및 

전정깊이가 관찰되었으며, 환자분께서는 부족한 전정깊이에 따른 칫솔질 등의 불편감이 개선되었으며 

양호한 구강위생상태를 보였다(Fig.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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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 (A) Periapical radiograph at the initial examination. (B) Occlusal view after the immediate placement of #46 implant 
into fresh molar extraction socket. (C) Clinical condition of the interrupted sutures after gap filling of the extraction 
socket with allogenic bone at #46 implant site. (D) Application of the silicone cap at #46 implant site. (E) Peri-implant soft 
tissue condition at 3 months after the final prosthesis. (F) Buccal view immediately after performing modified periosteal 
fenestration (mPF). (G) Clinical and (H) radiographic view of #46, 47 implants at 12 months after vestibuloplas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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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 (A) Panoramic radiograph at the initial examination. (B) Panoramic radiograph after sinus bone graft and 
simultaneous vertical ridge augmentation. (C) Panoramic radiograph after implant 1st stage surgery. (D) Peri-implant soft 
tissue condition at 5 months postoperatively.  (E) Buccal view after implant 2nd stage surgery using apically positioned flap 
only. (F) Healing condition at 1 week postoperatively. (G) Radiographic and (H) clinical view at 6 months postoperatively. (I) 
Buccal view immediately after performing modified periosteal fenestration (mPF). (J) Clinical view of #24, 25, 26 implants at 
12 months after vestibuloplas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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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 (A) Periapical radiograph at the initial examination. (B) Clinical condition at 3 months after the extraction of #17 
tooth. (C) Radiographic image after vertical ridge augmentation. (D) Radiographic image after implant 1st stage surgery. 
(E) Clinical condition at 4 months postoperatively. (F) Occlusal view immediately after performing partial-thickness apically 
positioned flap (APF). (G) Buccal view immediately after APF followed by modified periosteal fenestration (mPF). (H) 
Healing condition at 1 week postoperatively. (I) Radiographic and (J) clinical view of #16, 17 implants at 18 months after 
vestibuloplas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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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세번째 증례

63세 여환으로 13년 전 본원에서 식립한 #16 임플란트가 며칠 전에 자연적으로 빠졌다는 주소로 내

원하였으며, 상기 부위에 대해 임플란트를 다시 식립하기를 원하였다. #17 치아의 전략적 발거를 시행

한 3개월 후, 동종골(Do bone®, CGBio, Seongnam, Korea) 및 비흡수성 차폐막(Cytoplast® Ti-250, 

Deore Materials, Osteohealth, USA)을 사용하여 상악 우측 구치부 결손부에 수직적 치조제증대술을 시

행하였다. 5개월 후, #16, 17부위에 임플란트 1차 수술을 진행하였으며, 임플란트 초기 고정이 불량하여 

4개월 후 임플란트 2차 수술을 진행하였다. 2차 수술 시, 이전 수직적 치조제증대술 시행 등에 따른 협

측에 부착점막 부족 및 전정 소실이 관찰되었다. 따라서, 위에서 언급한 mPF 술식을 동반한 이중판막술

(double flap)을 이용하여 임플란트 2차 수술을 진행하여 부착점막 및 전정 깊이 회복을 도모하였으며, 

수술 직후 근단변위량은 8-9 mm였다. 전정성형 1주일 후, 양호한 부착점막 및 전정 회복 양상이 관찰

되었으며, mPF 수술 18개월 후에도 협측으로 4-5 mm 정도의 부착점막 및 전정 깊이가 유지되었다

(Fig. 3).

Ⅲ. 고찰

본 일련의 증례 들에서 자연치 또는 무치악 부위에서 전정성형을 위해 사용되었던 기존의 골막천공

술을 변형한 mPF 술식의 임플란트 분야 활용 가능성에 대해 알아 보았다. 구치부 임플란트 세 증례 

모두에서 mPF 술식을 적용한 후, 4 mm 이상의 양호한 부착 점막 및 전정 깊이 확대가 관찰되었다. 

Halperin-Sternfeld 등은 전정 깊이와 임플란트주위염과의 상관성 연구에서 전정 깊이가 4 mm보다 작

을 경우 임플란트주위염 발생 가능성이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증가함을 보고하였는데,4 최초 보고로 사

료되는 본 연구에서의 mPF 술식은 절개 후 단순히 2 mm 폭 이상의 치조골 노출을 위한 전층 판막 거상

만으로도 4 mm 이상의 전정깊이를 갖는 예지성 있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다. 또한, mPF 술식은 전통적

인 유리치은이식술과는 달리 부가적인 이식과정이 필요 없기 때문에 임플란트 수술 시 다양한 부위에 

쉽게 적용 가능하다는 장점을 갖는다. 또한, 보철물이 완성된 상태 뿐만 아니라 세번째 증례에서처럼 이

중판막술(double flap)과 조합하여 임플란트 2차 시기에도 mPF 술식을 사용하여 임플란트 주위 연조직 

환경을 개선할 수 있다. 

mPF 술식을 시행할 시 신경손상 및 통증관리 측면에서 주의할 점들이 있다. 먼저, 하악 구치부에서 

이공(mental foramen)의 위치가 수술부위와 가깝게 위치한 경우에는 부분층 근단변위판막술 및 골막천

공 과정에서 이신경(mental nerve) 손상에 주의해야 한다. 또한, mPF 술식은 골막천공된 부위가 반흔조

직띠로 이차치유되는 과정에서 통증을 유발할 수 있음을 환자분께 미리 설명해야 하며, 처방된 진통제 

복용을 지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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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번째 증례에서 부분층 근단변위판막술 6개월 후, 일시적으로 확장되었던 부착점막이 0-1 mm 정

도로 감소되는 경향이 관찰되었다. 또한, Basegmez 등은 부분층 근단변위판막술 시행 12개월 후, 증가

된 각화치은 폭이 1.15 mm 까지 감소되었음을 보고하였다.15 특히, 구치부로 갈수록 이러한 경향이 심

해지는데, 부분층 근단변위판막술만으로는 일시적으로 강제로 변위된 볼근육(buccinator muscle)이 원

래의 위치로 치관변위되는 경향을 막을 수 없기 때문이다.8 이에 반해, 부분층 근단변위판막술에 치은이

식편을 이식하는 유리치은이식술 및 골막천공을 추가한 골막천공술은 비슷한 정도로 이러한 재발 경향

을 줄일 수 있었다.12 같은 두번째 증례에서 mPF 술식을 시행한 경우에는 수술 후 12개월 후에도 부착점

막 및 전정깊이가 4-7 mm로 양호한 임플란트 주위 연조직 환경을 유지하고 있었다. 골막천공술의 경

우에는 강제로 노출시킨 치조골 부위가 반흔조직띠로 이차치유 됨으로써 유리치은이식술처럼 변위된 

볼근육이 치관방향으로 재배치되려는 경향을 줄일 수 있기 때문이다.11 하지만, 세 증례 모두에서 골막

천공을 시행한 실제 위치보다 반흔조직띠의 위치가 치관방향으로 이동한 상태로 관찰되었다. 즉, 유리

치은이식술과 마찬가지로 구치부에서는 mPF 술식을 이용한 전정성형술 또한 볼근육의 재배치에 따른 

재발되는 경향을 완전히 막을 수는 없는 것으로 사료된다. 따라서, mPF 술식 적용 후 증가된 부착점막 

및 전정깊이의 감소 경향에 대한 장기적인 연구들이 필요할 것이라 사료된다.

Ⅳ. 결론

이번 일련의 증례들에서는 임플란트 주위에 부족한 부착점막과 얕은 전정을 보이는 경우에 있어, 

mPF 술식을 하나의 치료방법으로 고려할 수 있음을 제시하였다. 특히, 유리치은이식술에 비해 술식은 

간단하면서도 mPF 술식은 기존의 근단변위판막술에 비해 보다 예지성 있는 전정성형 결과를 보였다. 

향후 이에 대한 좀 더 규모 있고 장기간의 심도 깊은 연구가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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