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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IN SESSION HANDS-ON SESSION

2018 DENTIS
GBR&SINUS

FORUM

GBR 좀 해본,
SINUS 좀 아는 형님들이 온다!

시간 주제 연자 좌장

Byond the Bone Deficiency

10:00-11:30 90' Treatment flow after extraction 손영휘&김용진
김철환
교수

11:50-12:50 60' GBR with Modern Digital Technique 이수영&김용진

12:50-14:00 70' Lunch

Beyond the Sinus Membrane

14:00-15:30 90' Treatment flow for Sinus lift 허인식&김재석
허익
교수

15:50-16:50 60' Postoperative Sinusitis & Delayed Sinusitis 김영진

16:50-17:00 10' 경품추첨

시간 주제 연자

SINUS HANDS-ON

10:00-12:50 170' 쉽게 배워 바로하는 SINUS 김재윤

12:50-14:00 70' Lunch

GBR HANDS-ON

14:00-16:50 170' 성공률을 높이는 GBR 김진구

* 상기 일정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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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eyond the Bone Deficiency

> Beyond the Sinus Membra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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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IN SESSION 2018 DENTIS GBR&SINUS FORUM

MEMO

발치 직후부터 치조골은 흡수되기 시작하여 수직적, 수

평적으로 퇴축되게 되며 그로 인해 다양한 형태의 골결

손을 초래하게 됩니다. 무치악 부위에서 수직적, 수평

적 골 결손은 임플란트 식립 시 어려움을 야기하는 주

된 원인 중 하나이며 골 결손 부위에 임플란트 식립 시 

임플란트 주위의 적절한 골 지지를 얻기 위한 치조골 

증강술은 성공적인 임플란트 치료를 위한 필수적인 기

법이라 사료됩니다.

발치와 보존술이나 골이식을 동반한 발치 후 즉시 임플

란트 식립과 같은 적절한 방법을 통해 발치창의 흡수를 

최소화할 수 있다고 알려져 있지만 발치 후 즉시 임플

란트 식립과 발치와 보존술의 적응증에 대한 명확한 가

이드라인은 현재까지 제시되지 않은 상황입니다. 또한 

각각의 술식에 있어서 적절한 골이식재 및 차폐막의 선

택에 대한 가이드라인도 부족한 상황입니다.

본 강연에서는 다양한 임상 증례를 바탕으로 발치 후

부터 임플란트 식립까지 치료의 흐름에 있어 발치창의 

형태와 골결손 여부 및 연조직의 양에 따른 decision 

making의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또한 성공

적이고 예지성있는 골재생을 위한 상황별 다양한 골이

식재와 차폐막의 임상 적용에 대해서도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Treatment
Flow after 
Extra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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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강악안면외과 전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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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EMO

치과용 Cone beam CT의 대중화로 인해 임플란트 

수술 전 식립 부위의 3차원적인 진단은 이미 오래전

에 가능해졌으며 최근에는 digital data들을 바탕으로 

virtual implant placement를 가능하게 해주는 다양한 

software들이 개발되어 보급되고 있습니다. 

또한 3D 프린터의 발전으로 인해 수술 전 프로그램상

에서 계획된 임플란트의 위치를 환자의 구강 내로 이전

하기 위한 임플란트 수술용 스텐트(surgical templates)

의 사용이 증가하고 있으며 그로 인해 최소 침습적이고 

top-down 방식의 임플란트 치료가 가능해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3D 프린터를 이용하여 임플란트 수술용 스텐트

(surgical templates) 뿐만 아니라 CT data를 기반으로 

한 치조골 모델을 제작할 수 있다면 임플란트 식립 부

위에 대한 3차원적인 진단이 가능하게 될 것이며 복잡

한 치조골 결손이 있는 경우에 골 증강술에 대한 술전 

모의 수술을 통해 실제 수술의 예지성 및 성공률을 높

일 수 있을 것입니다.

본 강연에서는 치조골 결손 부위에서 예지성 있는 

골 증강술을 위해 3D프린터를 기반으로 한 최신의 

CAD(computer aided design)/CAM(computer aided 

manufacturing) technology를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

지에 대해 증례와 함께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GBR with
Modern
Digital
Technology

 BEYOND THE BONE DEFICIEN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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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학교 치과대학 졸업
서울대학교 대학원 치의학과 석사/박사
서울대학교병원 치과보철과 수련
보철과 전문의
서울대학교 치과대학 치과보철과 임상 자문 교수
Dentsply Sirona Cerec Instructor Course Director
Dental Bean Digital Team Director
서울라인치과 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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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희의료원 치과병원 치주과 레지던트

경희대학교 치과대학 외래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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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동루덴치과 원장

명동루덴치과 김재석 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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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EYOND THE SINUS MEMBRA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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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악동 골이식술과 함께하는 임플란트 식립은 이제 확립

된 치료법으로 자리 잡았다. 상악동은 마치 발치와와 같

이 적절한 공간만 확보되면 탁월한 골화가 이루어지는 

특성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상악동 측벽 개창술이나 오

스테오톰을 이용한 치조정 접근법, 최근에는 수압 거상

술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술식들이 소개되었다. 그러나 

아직도 상악동의 생리적 병리적 특성에 대한 명확한 이

해가 많이 부족한 상태이다. 본 강연에서는 지금까지 필

자들이 경험했던 상악동 증례를 통해 다양한 상황 속에

서 상악동에 임플란트를 식립하기 위해 어떤 접근 방법

을 사용하는 것이 좋은지를 말하고자 한다. 특히 상악동 

안에 점막의 심한 비후나 상악동 염과 같은 증상들이 존

재할 때 어떤 방법으로 이를 극복할 수 있는지, 그리고 

상악동 골이식 후 발생하는 각종 합병증 상황을 어떻게 

슬기롭게 극복할 수 있는지를 논하고자 한다. 

Treatment
Flow for 
Sinus lif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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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하병원 인턴

인하병원 이비인후과 레지던트

국군원주병원 이비인후과 군의관

열린이비인후과 원장

열린이비인후과 김영진 원장

MAIN SESSION

Sinus floor augmentation(SFA) surgeries are very 

popular procedures in Korea.  So far many dental 

surgeons might hesitate SFA surgery in the fears 

of sinus complications. To overcome these fears 

and prevent these complications, understandings 

about characteristics of maxil lary sinus are 

positively necessary to dental surgeons.

The aim of this lecture is to help dental surgeons 

understand 

1. Pathophysiology of postoperative sinusitis 

2. Sinusitis treatments 

3. Delayed sinusitis after SFA surgeries.

This lecture would be helpful to all dental surgeon.

Postoperative
Sinusitis
&Delayed
Sinusitis

BEYOND THE SINUS MEMBRA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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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ANDS-ON
SESSION

> 쉽게 배워 바로 하는 SINUS

> 성공률을 높이는 GB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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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치주과학회 전문의
대한치주과학회 정회원
서울대학교 치의학과 박사수료
덴티스 임플란트 자문의
덴티스 Implant Course Director
Dental Bean 연자
연수서울치과 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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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세대학교 치과대학 졸업

연세대학교 치과대학원(치주학)

치의학 석사, 박사 

연세구치과 원장

연세구치과 김진구 원장

HANDS-ON SESSION 2018 DENTIS GBR&SINUS FORUM

1.  성공적인 GBR을 하기 위해서는 GBR의 Principle에 

대해서 잘 이해하고, GBR에 사용되는 재료의 특성

에 대해서도 잘 이해 한다.

2.  각각의 경우에 맞는 이식재와 membrane의 

selection을 이해하고, 재료들과 수술 방법에 따라 

적절한 GBR 재료와 수술법 선택을 이해한다.

3.  Hands  on  을 통해 각각의 su tu re  방법과 

membrane의 고정법, releasing incision과 같은 

GBR에 필요한 술기들에 대해서 이해한다.

4.  GBR 실패의 주요 원인과 Case를 알아보고, 예지성

이 높은 GBR을 하기 위한 tip 들에 대해서 이해한다.

성공률을
높이는
GB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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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INUS HANDS-ON GBR HANDS-ON

임플란트 수술이 익숙하지 않은 경우 특히 상악동과의 

잔존골 높이가 충분하지 않은 경우 crestal로 접근할지 

lateral 로 접근할지 과연 골이식은 필요한지 골이식이 

필요하다면 어떤 골이식재료를 사용해야할지에 대한 

많은 고민을 하게 됩니다. 이번 hands-on 에서는 잔

존 골 높이에 따라 명확한 기준에 따라서 이런 고민들

을 정리함과 동시에 crestal 및 lateral 로 쉽게 접근할 

수 있는 kit을 활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동종골 

이종골 합성골 직접 조작해 보면서 과연 어떤 케이스

에 어떤 골이식재료를 사용해야하는지 정리하도록 하

겠습니다.

쉽게 배워
바로 하는
SIN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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