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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초록

골유도재생술 여부에 따른

치과용 임플란트의

장기적 누적 생존율에 대한 비교

서울대학교 치의학 대학원 치의학과

(지도교수 구 영)

노 수 지

연구목적: 본 연구는 골유도재생술과 함께 식립된 임플란트와 골재건술

없이 식립된 임플란트의 장기적 누적 생존율을 비교하고, 부가적으로 임

플란트의 누적 생존율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자 한다.

재료 및 방법: 2001년부터 2010년까지 서울대학교 치과병원 치주과에 내

원하여 한 명의 술자(Y.K)로부터 임플란트 시술을 받은 178명의 환자,

498개의 임플란트를 대상으로 전산화된 의무기록을 이용한 후향적 연구를

시행하였다. 누적 생존율을 Kaplan-Meier법에 의해 산출하였으며, 누적

생존율에 대한 인자간의 차이는 로그순위 검정법을 통해 통계적 검정을

시행하였다. 이 중 누적 생존율에 유의하게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판단되

는 인자를 선별하여 Cox 비례위험모형을 사용하여 다변수 분석을 시행하

였다.

결과:

1. 178명의 환자에게 식립된 498개의 임플란트 중 19명 환자의 28개의

임플란트가 실패하여 470개가 생존하였고, 전체 임플란트의 5년, 1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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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적 생존율은 각각 97%, 91%였다.

2. 골유도재생술과 함께 식립된 임플란트의 5년, 10년 누적 생존율은

97%, 89%였고, 골재건술 없이 자연골에 식립된 임플란트의 5년, 10년

누적 생존율은 99%, 93%로, 두 경우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P>0.05).

3. 성별, 고혈압 병력 유무, 흡연 여부, 식립 위치가 임플란트의 누적 생

존율에 영향을 미치는 위험요인으로 나타났다(P<0.05).

4. 임플란트 치료에서 흡연자가 비흡연자에 비해 6.41배 높은 위험도를

나타내었고, 상악에 식립한 임플란트가 하악에 비해 3.23배 높은 위험도

를 나타내었다.

결론: 골유도재생술을 동반한 임플란트 치료는 안전하고 예지력 있는 치

료방법이라고 할 수 있다.

주요어: 임플란트, 골유도재생술, 장기, 누적 생존율

학 번: 2011-224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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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장 서 론

1960년대 Bränemark가 골융합(osseointegration)이라는 새로운 개념1)의

부착기전을 도입한 이래로 치과계에서도 이를 받아들여 상실된 치아를 기

능적, 심미적으로 수복할 수 있게 되었다. 그동안 다양한 형태의 임플란트

가 개발되어 소개되었고, 과학적인 이론 뿐 아니라 임상 술식도 많이 발

전하였다. 이에 따라 임플란트가 장기적으로 안정성을 가지고 성공적으로

유지되면서 임플란트는 치아가 상실된 부위를 수복하는 하나의 선택된 치

료방법이 아니라 최우선 치료방법이 되었으며 대중화되었다. 여러 임플란

트들을 연구한 논문을 살펴보면 성공률이나 실패율에서 큰 차이가 없다는

결과가 있으며2) 임플란트의 성공률이 점차 높아지고 있지만 여전히 실패

하는 임플란트가 존재한다.

임플란트의 성공을 위해 임상적으로는 임플란트의 초기 안정성을 확보하

는 것이 필수적이며, 이를 위해서는 식립 부위에 충분한 양과 질의 골이

존재해야 한다3). 그러나 임플란트를 식립하기에 충분하지 못한 치조골 결

손을 가진 환자들을 임상에서 흔하게 접하게 되는데, 이러한 조건에서는

임플란트의 표면이 완전히 골에 덮이지 않게 되어, 치은의 퇴축, 비심미적

인 외형과 구강 위생 유지의 어려움 및 임플란트주위염의 위험성이 증가

된다. 따라서 치조골 양이 부족한 부분 무치악 또는 완전 무치악 환자에

서 임플란트를 식립할 경우 임플란트 식립 전 또는 식립과 동시에 골결손

을 회복하기 위한 골재건이 필요하다.

골재건 방법 중 하나로 차단막을 사용한 조직유도재생술의 개념을 치조

골 결손부 임플란트 식립 시에 적용하여 위축된 치조골의 재건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제시되었다4). 6-8주간 치주창상으로부터 성장속도가 빠른 상

피와 결합조직의 이주를 차단하면, 상대적으로 성장속도가 느린 재생에

관여하는 조직이 치아주위 공간으로 서서히 채워지게 되는 것이다5). 골유

도재생술은 발치와의 골흡수 방지 및 골재생, 위축된 치조능에 대한 증강

술, 상악동골이식술, 임플란트 주변 결손부 수복 등을 목적으로 시행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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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우가 많으며 예측 가능하고 비교적 안전한 술식으로 평가 받고 있다6).

골유도재생술(guided bone regeneration)은 임플란트 식립과 함께 다양

하게 시행되고 발전되어 왔고, 흡수성 차단막(resorbable membrane)이나

비흡수성 차단막을 이용한 경우 모두 골유도재생술의 성공적인 결과가 보

고되었다7). 현재, 수직, 수평적으로 위축된 치조제를 증강시키기 위해 사

용되고, 열개나 천공이 있는 골결손부, 크기가 넓은 구치부 발치와 같은

부위에서도 사용된다8). 이렇듯 골유도재생술은 임플란트 식립 시 부족한

골량을 회복하기 위한 치료법의 하나로서 임상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는

치료방법이며, 골유도재생술을 통해 증대된 이식부에 식립된 임플란트는

골재건술을 시행하지 않은 자연골에 식립된 임플란트와 유사한 생존율을

보인다. 최근 Donos 등은 논문 고찰의 결과, 12-59.1개월 사이의 기간 동

안 임플란트 생존율이 91.7%에서 100%까지 보고되고 있다고 하였다9).

많은 임상연구가 골재건술을 시행한 부위에 식립된 임플란트에 대해 호

의적인 결과를 제시하지만, 차단막을 이용한 골유도재생술을 통한 치조제

증대술의 결과는 술자의 숙련도 및 수술 기법에 매우 의존적이며, 임플란

트의 생존율은 임플란트의 골융합 및 기능에 필수적인 임플란트 주위 잔

존골 상태에 의존하기 때문에 골유도재생술 여부에 따른 장기적 누적 생

존율의 비교가 필요하다. 골유도재생술을 동반한 임플란트 식립에 관한

국내 연구가 많지 않을 뿐 아니라, 지금까지 수행되어 온 연구들은 매우

다양한 골이식 재료들이 사용되었기 때문에, 표준화된 골증대술이 장기적

으로 치과용 임플란트의 생존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에 대한 연구는 매

우 부족한 실정이다.

이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표준화된 골유도재생술과 함께 식립된 임플란

트와 골재건술 없이 자연골에 식립된 임플란트의 장기적 누적 생존율을

비교하여 임플란트 치료에서 골유도재생술의 임상적 효용성을 증명하고자

한다. 또한, 부가적으로 환자의 연령, 성별, 고혈압, 당뇨 병력 유무, 흡연

여부, 임플란트 직경, 길이, 수술 방법, 구강 내 식립 위치, 골재건술 방법,

시기 및 골이식재 종류, 차단막 종류 등이 임플란트의 누적 생존율에 미

치는 영향을 분석하여 향 후 임플란트 치료 시 예후를 결정하는데 도움이

되고자 한다.



- 3 -

제 2 장 재료 및 방법

제 1 절 연구 대상

2001년부터 2010년까지 서울대학교 치과병원 치주과에 내원하여 한 명

의 술자(Y.K)로부터 임플란트 시술을 받은 환자를 대상으로 전산화된 의

무기록을 이용한 후향적 연구를 시행하였다. 총 환자 249명, 임플란트 574

개 중 환자의 기록이 불명확하거나 의무기록상에 연구에 필요한 정보가

없는 환자 26명을 제외하고, 2014년 8월까지 주기적인 재내원이 이루어진

환자 또는 임플란트 식립일로부터 4년 이상 추적 조사가 가능했던 환자만

을 대상으로 하였다. 대상 환자수는 총 178명이었고 대상 임플란트 수는

총 498개였으며, 실패한 임플란트를 제외한 임플란트의 평균 추적기간은

81.59±26.60개월이었다.

환자의 의무기록을 이용하여 1) 환자의 연령 및 성별 분포 2) 환자의 전

신건강 상태 3) 임플란트 직경 및 길이 4) 임플란트 수술 방법 5) 임플란

트의 식립 위치 6) 골재건술 여부 및 방법에 대해 조사하였다. 연구 대상

에 대해 정리한 항목은 다음과 같다.

1) 환자의 연령 및 성별 분포

대상 환자의 연령분포는 19-78세(평균 55.7±10.38세)였고, 노인인구를 구

분하는 65세를 기준으로 구분하여 식립된 임플란트는 65세 미만에서 394

개(78.12%), 65세 이상에서 104개(20.88%)였다.

대상 환자 총 178명 중 남성은 99명(55.62%), 여성은 79명(44.38%)으로,

식립된 임플란트는 남성에서 277개(55.62%), 여성에서 221개(44.38%)였다.

2) 환자의 전신건강 상태

전체 178명 환자 중 고혈압 병력을 가진 환자가 46명(25.84%), 당뇨 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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력을 가진 환자가 17명(9.55%)이었으며, 흡연자가 48명(26.97%)이었다.

3) 임플란트 직경 및 길이에 따른 분포

임플란트의 직경은 통상적인 방법으로 구분하여 매식체(fixture)의 직경

이 3.75mm 미만인 경우를 narrow, 3.75mm 이상, 4.5mm 이하인 경우를

regular, 4.5mm 초과인 경우를 wide로 간주하였고, narrow 36개(7.23%),

regular 448개(89.96%), wide 14개(2.81%)였다. 임플란트의 길이는 1987년

Misch10)가 제안한 예측 가능한 임플란트의 길이 10mm를 근거로 하여

10mm 미만과 10mm 이상으로 나누었고, 10mm 미만 14개(2.81%), 10mm

이상 484개(97.19%)였다.

4) 임플란트 수술 방법

임플란트 수술은 1단계 수술(158개, 31.73%) 또는 2단계 수술(340개,

68.27%)로 시행되었으며, 즉시 식립(immediate placement)은 총 47개

(9.44%)의 임플란트에서 시행되었다.

5) 임플란트의 식립 위치별 분포

총 498개의 임플란트 중에서 상악 269개(54%), 하악 229개(46%)가 식립

되었으며, 전치부(61개, 12.2%)보다 구치부(437개, 87.8%)에 많이 식립되

었고, 대구치에 319개(64.1%)가 식립되어 가장 많은 분포양상을 보였다

(Table 1).

6) 골재건술 여부 및 방법

골재건술을 동반하지 않고 식립한 임플란트는 246개(49.40%), 골재건술

과 함께 식립한 임플란트는 총 252개(50.60%)였다.

골재건술 방법으로는 골유도재생술(guided bone regeneration, GBR)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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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8개(58.73%), 골이식술(bone graft)이 31개(12.30%), 상악동 거상술이 73

개(28.97%)의 임플란트 식립 시 사용되었다. 골재건술에서 사용된 재료는

이종골(xenograft)이 가장 많았으며(238개, 94.44%), 자가골(autogenous

bone), 혼합(mixed)순이었다. 초기 고정이 가능한 경우 이식재와 함께 임

플란트를 동시 식립한 것이 210개(83.33%)였고, 초기 고정이 어려운 경우

4-6개월이 지난 후 지연 식립한 임플란트가 42개(16.67%)였다.

골유도재생술과 함께 식립한 148개의 임플란트 중 흡수성 차단막

(resorbable membrane)을 사용한 경우는 65개(43.92%), 비흡수성 차단막

을 사용한 경우는 83개(56.08%)였다.

본 연구는 서울대학교 치의학대학원 의학연구윤리심의위원회의 심의를

통과하였다(S-D20140034).

제 2 절 연구 방법

1) 임플란트 수술

임플란트 수술은 임플란트 진료센터 및 치주과에서 통상적으로 국소마취

하에 1단계(1-stage) 또는 2단계(2-stage)로 시행하였으며 매식체(fixture)

를 골에 식립한 시기를 식립시기로 정하였다.

2) 평가 방법

① 생존율 평가

임플란트 생존은 Buser11)와 Cochran12) 등에 의한 기준에 따라

가. 골융합에 성공하여 최종보철물 장착이 이루어져서 현재 동요도 없이

기능중인 임플란트

나. 방사선 사진상에서 임플란트 주위에 방사선 투과상이 없는 임플란트

다. 지속적 동통이나 비가역적인 통증, 감염, 이상감각이 없는 임플란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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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의 조건을 만족시킨 경우를 임플란트 생존으로 간주하였다. 생존기간은

식립일부터 실패일 혹은 마지막으로 내원하여 검진한 날까지의 기간으로

계산하였다.

② 평가 인자

평가 인자로는 의무기록에서 임플란트 식립 당시 연령, 성별, 고혈압, 당

뇨 병력 유무, 흡연 여부, 임플란트 직경, 길이, 수술 방법, 구강 내 식립

위치, 골재건술 여부 및 방법, 시기 및 골이식재 종류, 차단막 종류 등에

관한 자료를 수집하여 정리하였다.

3) 통계학적 분석 (Statistical analysis)

① 누적 생존율

Life table method를 이용하여 전체 임플란트의 누적 생존율(cumulative

survival rates)을 구하였고, 골유도재생술과 함께 식립된 임플란트와 골재

건술 없이 자연골에 식립된 임플란트의 누적 생종율을 나타낸 생존표를

작성하였으며, 두 군간 차이를 검정하기 위해 Wilcoxon 순위 검정법

(Wilcoxon rank test)을 이용하였다.

② 위험요인 분석

498개의 임플란트에 대하여 누적 생존율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찾기

위해 예후와 관련 있을 것으로 추정되는 임상 인자를 다음과 같이 3가지

로 분류하여 분석을 시행하였다. 가 항목에서 골재건술 시기 및 재료에

대한 분석은 골재건술이 시행되지 않은 246개의 임플란트를 제외하고 골

재건술을 동반한 252개의 임플란트를 대상으로 하였고, 골유도재생술의

차폐막의 종류에 따른 영향을 분석하기 위해서는 골유도재생술을 동반한

148개의 임플란트를 대상으로 하였다.

가. 골재건술 관련 요인: 골재건술 여부 및 방법, 시기 및 골이식재 종류,

차단막 종류

나. 환자 관련 요인: 연령, 성별, 고혈압, 당뇨 병력 유무, 흡연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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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임플란트 관련 요인: 임플란트 직경, 길이, 수술 방법, 구강 내 식립

위치

각 인자에 대한 누적 생존율을 Kaplan-Meier법에 의해 산출하였으며,

누적 생존율에 대한 인자간의 차이는 로그순위 검정법(Log-rank test)을

통해 통계적 검정을 시행하였다. 이 중 누적 생존율에 유의하게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판단되는 인자를 선별하여 Kaplan-Meier 곡선으로 표현하

였고, 특정 위험요인에 노출될 경우 임플란트가 실패될 가능성이 얼마나

높은 지를 수치상으로 표현하기 위해 위험비를 산출하였다. 또한, 누적 생

존율에 영향을 주는 제3의 교란요인(confounding factor)을 반영하고 이들

의 영향력을 검정하기 위해 선별한 위험요인에 대해 Cox 비례위험모형

(Cox proportional hazard model)을 사용하여 다변수 분석을 시행하였다.

모든 통계 과정은 IBM SPSS Statistics 20 for windows 프로그램을 이

용하고 유의수준 5% 이하를 유의한 차가 있는 것으로 간주하였다.



- 8 -

Table 1. The distribution of the placed implants according to location

Incisor Canine Premolar Molar Total

Maxilla
27

(5.4%)

17

(3.4%)

75

(15.1%)

150

(30.1%)

269

(54%)

Mandible
14

(2.8%)

3

(0.6%)

43

(8.6%)

169

(33.9%)

229

(46%)

Total
41

(8.2%)

20

(4.0%)

118

(23.7%)

319

(64.1%)

498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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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장 결 과

제 1 절 누적 생존율 비교

178명의 환자에게 식립된 총 498개의 임플란트의 평균 관찰기간은

81.59±26.60개월이었으며, 이 중 19명 환자의 28개의 임플란트가 실패하여

470개가 생존하였고(94.4%), 전체 임플란트의 5년, 10년 누적 생존율은 각

각 97%, 91%였다.

골유도재생술과 함께 식립된 임플란트는 총 148개 중 140개가 생존하였

고(94.6%), 5년, 10년 누적 생존율은 97%, 89%였다(Table 2). 골재건술

없이 자연골에 식립된 임플란트는 총 246개 중 236개가 생존하였고

(95.9%), 5년, 10년 누적 생존율은 99%, 93%였다(Table 3). 골유도재생술

을 시행한 경우와 시행하지 않은 경우 두 군간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는

없었다(Wilcoxon rank test, p=0.273).

제 2 절 위험요인 분석

1) 골재건술 관련 요인에 따른 누적 생존율

골재건술을 동반하지 않고 식립한 임플란트의 누적 생존율은 92.8%로,

골재건술과 함께 식립한 임플란트에 비해 높은 경향을 보였으나, 통계적

으로 유의한 차이는 없었다(P=0.119)(Table 4).

골재건술 방법에 따른 누적 생존율은 골유도재생술(89.9%), 골이식술

(89.8%), 상악동 거상술(89.4%) 순이었으나, 골재건술 방법 간에는 통계적

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Figure 1). 다만, 골이식술을 시행하여

임플란트를 식립한 경우에는 골재건술을 동반하지 않은 경우와 비교하였

을 때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이며 누적 생존율이 낮았다(P=0.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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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재건술을 동반한 252개의 임플란트를 대상으로 골재건술 시기 및 골이

식재 종류에 대해 분석한 결과, 이식재와 함께 임플란트를 동시 식립한

경우 누적 생존율이 87.8%로, 지연 식립한 임플란트(97.6%)에 비해 낮았

으나,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는 없었다(P=0.144). 또한, 이종골을 단독 이

식한 경우의 누적 생존율은 89.0%였고, 자가골을 단독이식한 경우와 혼합

이식한 경우에는 임플란트가 모두 생존하여 100%였으나, 통계학적인 유

의성은 없었다(P=0.382).

골유도재생술과 함께 식립한 임플란트에서 흡수성 차단막을 사용한 경우

의 누적 생존율은 81.5%로 비흡수성 차단막을 사용한 경우(96.1%)에 비

해 매우 낮았으나, 통계학적인 유의성은 없었다(P=0.053).

2) 환자 관련 요인에 따른 누적 생존율

연령에 따른 누적 생존율은 65세 미만(92.4%), 65세 이상(81.3%) 순이었

으나,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는 않았다(P=0.216)(Table 5). 성

별에 따른 누적 생존율은 남성 85.8%, 여성 97.3%로 여성에서 더 높았고,

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P=0.003)(Figure 2).

고혈압 병력을 가진 환자의 누적 생존율은 87.0%로, 고혈압 병력이 없는

환자(97.3%)보다 낮았고, 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P=0.040)(Figure 3).

당뇨 병력이 있는 환자의 누적 생존율은 93.4%로, 당뇨 병력이 없는 환자

(91.1%)와 비슷하였고,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는 없었다(P=0.835). 흡연

자 군의 누적 생존율은 79.5%로, 비흡연자 군(97.1%)보다 매우 낮았고,

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P<0.001)(Figure 4).

3) 임플란트 관련 요인에 따른 누적 생존율

임플란트의 직경에 따른 누적 생존율은 3.75mm 미만 narrow(100%),

3.75-4.5mm의 regular(90.8%), 4.5mm 초과 wide(85.1%)순이었으나, 통계

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는 않았다(P=0.135)(Table 6). 임플란트 길이

에 따른 누적 생존율은 10mm 미만에서 92.9%, 10mm 이상에서 91.2%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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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슷하였고,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는 없었다(P=0.835).

임플란트 수술 방법에 따른 누적 생존율은 1단계 수술(87.8%)이 2단계

수술(92.5%)에 비해 낮았으나,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는 않았

다(P=0.816).

임플란트의 식립 위치에 따른 누적 생존율은 상악이 87.7%로 하악

(95.8%)에 비해 낮았고, 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P=0.011)(Figure 5).

전치부에 식립한 임플란트의 누적 생존율은 95.1%, 구치부는 90.7%였고,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는 없었다(P=0.797).

4) 임플란트의 누적 생존율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앞의 분석을 통해 임플란트의 누적 생존율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성

별, 고혈압 병력 유무, 흡연 여부, 식립 위치를 유의한 인자로 선별하여

Cox 비례위험모형을 사용하여 다변수 분석을 시행한 결과 다음과 같았다

(Table 7). 임플란트 치료에서 흡연자가 비흡연자에 비해 6.41배, 상악이

하악에 비해 3.23배 높은 위험도를 나타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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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2. Cumulative survival rate of implants placed with guided bone

regeneration(GBR) depicted as the life table

Time period

(year)

No. of

implants

No. of

implants

failed

Implants

failed (%)

Cumulative

survival

rate (%)

0-1 148 1 0.68 99

1-2 147 2 1.35 98

2-3 145 1 0.68 97

3-4 144 0 0 97

4-5 133 0 0 97

5-6 108 0 0 97

6-7 84 3 2.03 93

7-8 44 0 0 93

8-9 35 1 0.68 89

9-10 19 0 0 89

10-11 6 0 0 89

11-12 3 0 0 89

Total 8 5.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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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3. Cumulative survival rate of implants placed without guided

bone regeneration(GBR) depicted as the life table

Time period

(year)

No. of

implants

No. of

implants

failed

Implants

failed

(%)

Cumulative

survival

rate (%)

0-1 246 0 0 100

1-2 246 0 0 100

2-3 246 0 0 100

3-4 246 0 0 100

4-5 227 3 1.22 99

5-6 200 2 0.81 98

6-7 157 2 0.81 96

7-8 111 3 1.22 93

8-9 72 0 0 93

9-10 44 0 0 93

10-11 31 0 0 93

11-12 21 0 0 93

12-13 6 0 0 93

Total 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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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4. Cumulative survival rate according to bone augmentation

related factors

Implants

placed

N

Implants

failed

N (%)

CSR*

(%)

P-value

†

Odds

ratio

Procedure 0.119

Without bone augmentation 246 10 (4.1) 92.8 1.00

GBR 148 8 (5.4) 89.9 0.371 1.47

Bone graft 31 3 (9.7) 89.8 0.011 3.91

Sinus augmentation 73 7 (9.6) 89.4 0.092 2.22

Timing of implant

Simultaneous 210 17 (8.1) 87.8 0.144 4.01

Delayed 42 1 (2.3) 97.6 1.00

Graft material

Autogenous 11 0 (0.0) 100 0.382 1.00

Xenograft 238 18 (7.6) 89.0 22.91

Mixed 3 0 (0.0) 100 1.04

Membrane

Resorbable 65 6 (9.2) 81.5 0.053 4.24

Non-resorbable 83 2 (2.4) 96.1 1.00

* Cumulative survival rate

† P-value for Log-rank te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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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1. Kaplan-Meier curves for implant survival, by procedure of

bone augment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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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5. Cumulative survival rate according to host related factors

Implants

placed

N

Implants

failed

N (%)

CSR*

(%)

P-value

†

Odds

ratio

Age

< 65 394 21 (5.3) 92.4 0.216 1.00

≧ 65 104 7 (6.7) 81.3 1.72

Gender

Male 277 23 (8.3) 85.8 0.003 3.96

Female 221 5 (2.3) 97.3 1.00

Hypertension

Hypertension 159 14 (8.8) 87.0 0.040 2.14

Non-Hypertension 339 14 (4.1) 93.2 1.00

Diabetes

Diabetes 69 4 (5.8) 93.4 0.835 1.12

Non-Diabetes 429 24 (5.6) 91.1 1.00

Smoking

Smoker 159 22 (13.8) 79.5 <0.001 8.18

Non-smoker 339 6 (1.8) 97.1 1.00

* Cumulative survival rate

† P-value for Log-rank te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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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2. Kaplan-Meier curves for implant survival, by gend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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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3. Kaplan-Meier curves for implant survival, by history of

hypertens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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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4. Kaplan-Meier curves for implant survival, by smoking stat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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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6. Cumulative survival rate according to implant related factors

Implants

placed

N

Implants

failed

N (%)

CSR*

(%)

P-value

†

Odds

ratio

Diameter

Narrow (<3.75mm) 36 0 (0.0) 100 0.135

Regular (3.75-4.5mm) 448 26 (5.8) 90.8 1.00

Wide (>4.5mm) 14 2 (14.3) 85.1 2.55

Length

< 10mm 14 1 (8.1) 92.9 0.949 1.07

≧ 10mm 484 27 (5.6) 91.2 1.00

Surgical procedure

1-stage 158 9 (5.7) 87.8 0.816 1.10

2-stage 340 19 (5.6) 92.5 1.00

Location

Maxilla 269 22 (8.2) 87.7 0.011 3.03

Mandible 229 6 (2.6) 95.8 1.00

Anterior 61 3 (4.9) 95.1 0.797 1.00

Posterior 437 25 (5.7) 90.7 1.17

* Cumulative survival rate

† P-value for Log-rank te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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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5. Kaplan-Meier curves for implant survival, by placed loc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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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7. Results of multivariate analysis for survival of the implants

Hazard ratio 95% CI* P-value†

Gender

Male 1.51 0.52 - 4.37 0.447

Female 1.00

Hypertension

Hypertension 1.83 0.87 - 3.88 0.114

Non-hypertension 1.00

Smoking

Smoker 6.41 2.38 - 17.28 <0.001

Non-smoker 1.00

Location

Maxilla 3.23 1.30 - 8.02 0.011

Mandible 1.00

* Confidence Interval

† P-value for Cox proportional hazard mod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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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 장 고 찰

본 연구는 후향적 연구로 2001년부터 2010년까지 178명의 환자에게 식립

된 498개의 임플란트의 누적 생존율에 대한 장기적인 추적 조사이다. 평

균 관찰기간 81.59개월 동안 19명 환자의 28개의 임플란트가 실패하여

470개가 생존하였고, 전체 임플란트의 5년, 10년 누적 생존율은 각각

97%, 91%였다. 이는 Al-Nawas 등13)과 Simonis 등14)의 10년 누적 생존

율인 89.7%, 89.23%와 같이 선행 연구에서 보고된 생존율과 크게 차이가

없거나 높은 정도였다.

골유도재생술과 함께 식립된 임플란트는 총 148개 중 140개가 생존하였

고, 5년, 10년 누적 생존율은 97%, 89%였으며, 골재건술 없이 자연골에

식립된 임플란트는 총 246개 중 236개가 생존하였고, 5년, 10년 누적 생존

율은 99%, 93%였다. 이 두 군간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는 없었는데, 골

유도재생술 여부에 상관없이 5년 후 유사한 임플란트 생존율을 보였다는

Buser 등15)과 Zitzmann 등16)의 연구와 일치하는 결과였다. 다만 골흡수

는 골유도재생술이 시행된 군에서 좀 더 현저하게 나타났다고 하였기 때

문에 향후 연구에서 골흡수에 대한 추가적인 분석이 필요하지만 임플란트

누적 생존율을 근거로 볼 때 골유도재생술을 동반한 임플란트 치료는 안

전하고 예지력 있는 치료방법으로 생각된다.

임플란트 치료의 위험요인을 파악 한다면, 이를 조절하고 극복하여 생존

율을 높이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그러나 임플란트의 실패는 여러 요인에

의한 복합적인 결과로 나타나기 때문에 그 원인을 명확히 규명하는데 어

려움이 있고, 실험 설계만으로 위험요인을 밝히기 어렵다. 따라서 본 연구

에서와 같이 다양한 요소들이 생존율에 미치는 영향을 후향적으로 평가하

는 것이 유용할 수 있다. 임플란트의 누적 생존율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을 찾기 위해 예후와 관련 있을 것으로 추정되는 임상 인자를 골재건술

관련 요인, 환자 관련 요인, 임플란트 관련 요인 3가지로 분류하여 각 요

인과 생존율 간의 관계를 확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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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재건술 방법에 따른 누적 생존율은 골유도재생술, 골이식술, 상악동 거

상술 순이었으나, 골재건술을 동반하지 않고 식립한 임플란트의 누적 생

존율과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는 없었다. 다만, 골이식술을 시행하여 임

플란트를 식립한 경우에는 골재건술을 동반하지 않은 경우와 비교하였을

때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이며 누적 생존율이 낮았는데, 골대체 재

료만을 단독 사용한 경우보다 골대체 재료를 차단막과 함께 사용했을 때

골재생이 더 많이 일어났음을 증명한 연구17)가 이러한 결과를 뒷받침할

수 있다.

이식재와 함께 임플란트를 동시 식립한 경우 누적 생존율이 지연 식립한

임플란트에 비해 낮았으나,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는 없었다. 지연 식립

한 임플란트의 경우 치유기간이 연장됨에 따라 이식된 골의 충분한 재혈

관화를 이룰 수 있는데, 임플란트의 식립과 동시에 골이식을 시행한 경우

에는 이러한 장점을 얻을 수 없기 때문에 생존율이 떨어지는 경향을 보이

는 것으로 생각된다.

자가골을 단독 이식한 경우와 혼합 이식한 경우에는 임플란트가 모두 생

존하여 100%였고, 이종골을 단독 이식한 경우의 누적 생존율은 이에 비

해 낮았으나, 앞의 두 경우 표본의 크기가 11개, 3개로 매우 작아 골이식

재 종류에 따른 생존율을 객관적으로 비교하기에 부적절하다고 보았다.

비흡수성 차단막은 초창기에 성공적인 적용으로 골유도재생술의 표준 차

단막으로 간주되었으나18), 높은 예지성에도 불구하고, 가장 큰 단점은 차

단막의 제거를 위한 이차 수술이 필요하다는 점과 차단막 노출이 세균감

염을 일으킬 수 있다는 점이다19). 이러한 문제를 극복하고자 생분해성인

흡수성 차단막을 사용하게 되었으나 골형성이 완전히 이루어지기 전에 체

내에서 분해되고 염증과 관련 있을 수 있으므로 본 연구에서처럼 흡수성

차단막을 사용한 경우 비흡수성 차단막을 사용한 경우에 비해 누적 생존

율이 낮은 경향을 보일 수 있다. 통계학적인 유의성은 없었기 때문에 차

단막 종류에 따른 유의한 차이가 없다는 일부 연구20)와 일치하는 결과였

으나, 논란의 여지가 있다고 본다.

임플란트는 다른 치과 치료보다 비교적 높은 연령의 환자를 대상으로 치

료하기 때문에 65세를 기준으로 65세 이상인 노인인구에서 임플란트 생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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율의 차이가 있는지를 보는 것이 의미 있다. 연령이 증가할수록 골 대사

활동에서 골 생성량보다 골흡수량이 증가하여 골 밀도가 감소하는 경향을

보이는데21), 이러한 이유 때문인지 65세 이상인 경우 65세 미만인 경우보

다 누적 생존율이 낮은 경향을 보였으나, 이것이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

를 보이지는 않았는데 이는 연령이 임플란트 생존율에 영향을 미치지 않

는다는 보고와 일치하는 결과였다22).

성별과 흡연 여부는 임플란트 생존율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었는데, 남

성이 여성보다, 흡연자가 비흡연자보다 누적 생존율이 낮았다. 남성이 여

성보다 낮은 생존율을 보이는 것은 Schwartz23) 등이 언급한 바와 같은

데, 남성에서의 강한 교합력에 의한 과부하로 인해 치조정의 흡수, 임플란

트 골융합의 파괴, 보철물의 파손, 임플란트 연결부의 파절 등을 일으켜

임플란트 실패를 야기하는 것으로 생각된다. 따라서 임플란트 수의 증가,

임플란트 직경의 증가, 임플란트 보철물의 교합 면적 감소와 같이 임플란

트의 교합력을 감소시키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여러 연구에서 흡연자가

비흡연자보다 임플란트의 장기적 생존율이 낮다고 보고되고 있지만24) 논

란의 여지가 있다25). 본 연구에서 흡연자가 비흡연자에 비해 6.41배 높은

위험도를 나타내었고, 일반적으로 흡연은 골의 질과 치유능의 감소를 야

기하기 때문에 흡연 중인 환자에게 임플란트 식립 시에는 실패 위험성이

높다는 것을 알려주어야 할 것이다.

고혈압 병력을 가진 환자의 누적 생존율은 고혈압 병력이 없는 환자보다

유의하게 낮았고, 당뇨 병력이 있는 환자의 누적 생존율은 당뇨 병력이

없는 환자와 비슷하였다. 이는 임플란트 실패율이 고혈압 병력에 따른 차

이는 없고, 당뇨 병력에 따른 차이가 있다는 Moy26) 등의 연구와 다른 결

과였는데, 본 연구의 당뇨 병력이 있는 대상자들이 대부분 조절되는 상태

이기 때문에 이러한 결과가 나타난 것으로 보인다. 일반적으로 당뇨는 치

주질환 뿐 아니라 임플란트의 예후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알려져

있으나 혈당조절이 잘 되는 환자인 경우 실패율에 있어 정상인과 차이가

없기 때문이다27).

임플란트의 직경이 클수록 누적 생존율이 감소하는 경향을 보였으나 통

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는 아니었으며, 길이에 따라서는 거의 비슷한 누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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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존율을 보였다. 직경이 큰 임플란트는 표준 임플란트에 비해 표면적이

커져서 임플란트-골 접촉이 증가되어 안정성이 증대된다는 보고도 있

고28) 반대로 직경이 큰 임플란트에서 실패율이 증가한다는 보고도 있으

나29) 최근 임플란트 직경과 생존율 사이에 상관관계가 없다는 보고가 주

를 이룬다. 불량한 골질에서 초기 안정성을 얻지 못하는 경우 직경이 큰

임플란트를 사용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여러 문헌에서 상반되는 결과가

나타난 것으로 보인다. 길이에 따라서는 Misch30) 등이 예측 가능한 길이

인 10mm를 기준으로 이보다 짧은 임플란트가 긴 임플란트 보다 생존율

이 7-25% 낮다고 하였으나, Renouard31) 등은 수술 방법에 따라 10mm

미만과 10mm 이상 길이의 임플란트에서 생존율이 유사하다고 하였고, 여

러 연구에서 본 연구에서와 같이 길이에 따른 차이는 없는 것으로 보고되

고 있어32) 짧은 길이의 임플란트를 주의 깊게 시술한다면 실패를 방지 할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임플란트의 식립 위치는 상악이 하악에 비해 낮은 생존율을 보이고, 3.23

배 높은 위험도를 나타내며 임플란트 생존율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나타났는데, 구치부의 누적 생존율은 전치부에 비해 낮았으나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는 보이지 않았다. 상악이 하악에 비해, 구치부가 전치부에 비

해 피질골이 얇고, 해면골의 밀도가 낮기 때문이다33). Lekholm34) 등도 상

악 임플란트는 90.2%, 하악은 93.7%의 생존율을 보고하였다.

본 연구의 한계점은 과거의 자료를 의무기록을 통해 취득할 수밖에 없었

기 때문에 자료의 신뢰성을 의무기록의 충실성에 의존할 수밖에 없었다는

점과 중도 탈락된 환자의 수가 많아 완전한 추적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았

다는 점이다. 따라서 임상적 결과를 가지고 하는 후향적 연구의 한계를

보완하고 연구 조사 기간 후반에 포함된 임플란트 등에 의해 더 긍정적인

쪽으로 결과가 나올 수 있는 문제점도 보완할 수 있도록 가중치를 두어

대상에 포함시키는 생존표 분석을 이용하였다35)36). 이 분석 방법은 임플

란트를 평가하는 많은 연구에서 활용되고 있는 신뢰성 높은 방법이고, 본

연구에서는 주기적인 재내원이 이루어진 환자 또는 4년 이상 추적 조사가

가능했던 환자만을 대상으로 하여 더욱 신뢰성을 높였다.

본 연구에서는 누적 생존율을 통하여 골유도재생술이 장기간 예지성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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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유용한 술식임을 알 수 있었다. 그러나 Albrektsson(1986)37)은 임플란

트의 성공 기준에 대해 임플란트 식립 1년 후 연간 0.2mm 이하의 평균

골소실을 보여야 한다고 하였다. 생존율 분석뿐만 아니라 이와 같은 방사

선 검사 방법이 필요한 성공률에 대한 분석이 추가적으로 요구된다.

또한, 본 연구에서 환자의 연령, 성별, 고혈압, 당뇨 병력 유무, 흡연 여

부, 임플란트 직경, 길이, 수술 방법, 구강 내 식립 위치, 골재건술 여부

및 방법, 시기 및 골이식재 종류, 차단막 종류 등이 임플란트 누적 생존율

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였는데, 이외에도 임플란트 생존율에 영향을 미

칠 수 있는 요소는 다양하며 여러 가지 요소가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영향

을 미친다. 따라서 향후 임플란트 생존율에 영향을 미치는 인자들을 보다

구체적으로 규명할 수 있는 다기관 전향적 연구(multicenter prospective

study)가 필요하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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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5 장 결 론

본 연구에서는 골유도재생술과 함께 식립된 임플란트와 골재건술 없이

자연골에 식립된 임플란트의 장기적 누적 생존율을 비교하고, 임플란트의

누적 생존율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찾기 위하여 2001년부터 2010년까지

총 178명의 환자에서 총 498개의 임플란트를 대상으로 조사하여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었다.

1. 2001년부터 2010년까지 178명의 환자에게 식립된 498개의 임플란트

중 19명 환자의 28개의 임플란트가 실패하여 470개가 생존하였고, 전체

임플란트의 5년, 10년 누적 생존율은 각각 97%, 91%였다.

2. 골유도재생술과 함께 식립된 임플란트의 5년, 10년 누적 생존율은

97%, 89%였고, 골재건술 없이 자연골에 식립된 임플란트의 5년, 10년

누적 생존율은 99%, 93%로, 두 경우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따라서 골

유도재생술을 동반한 임플란트 치료는 안전하고 예지력 있는 치료방법

이라고 할 수 있다.

3. 성별, 고혈압 병력 유무, 흡연 여부, 식립 위치가 임플란트의 누적 생

존율에 영향을 미치는 위험요인으로 나타났다.

4. 임플란트 치료에서 흡연자가 비흡연자에 비해 6.41배 높은 위험도를

나타내었고, 상악에 식립한 임플란트가 하악에 비해 3.23배 높은 위험도

를 나타내었다.

이상의 결과를 볼 때 골재건술이 필요한 무치악 부위에 임플란트를 식립

하고자 할 때 골유도재생술은 임상적으로 선택할 만한 술식이라 할 수 있

다. 또한 임플란트 치료 시 위험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는 요인을 고려하

여 보다 신중히 식립하여야 하고, 유지관리가 잘 되도록 정기적인 검사를

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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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Comparison of long-term cumulative

survival rates of dental implants

with and without

Guided bone regeneration

Sooji Noh

School of Dentistry, Seoul National University

(Directed by Professor Young Ku, D.D.S., M.S.D., Ph. D)

Objectives: The aim of the present study was to compare the

long-term cumulative survival rates of dental implants placed with and

without guided bone regeneration (GBR) and analyze various factors

associated with survival of implants.

Materials and methods: This retrospective study was performed on

498 implants placed in 178 patients by one dentist (Y.K) at the

Department of Periodontology, Seoul National University Dental

Hospital in the years 2001-2010. The cumulative survival rates were

calculated by the Kaplan-Meier method. The correlations between

various factors and implant survival were performed using the

log-rank test and Cox proportional hazards model.

Results:

1. In total, among the 498 implants in 178 patients, 28 implants in 19

patients were lost and the cumulative survival rate up to 5-years,

10-years was respectively 97%, 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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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The cumulative survival rate up to 5-years, 10-years of implants

placed with GBR was respectively 97%, 89% and that of implants

placed without GBR was respectively 99%, 93%. In both cases, there

was no significant difference(P>0.05).

3. Gender, history of hypertension, smoking status and placed location

were significantly associated with the implant cumulative survival

rate(P<0.05).

4. In the implant treatment, smokers showed higher risk than

non-smokers by 6.41 times and implants placed in the maxilla

showed higher risk than implants placed in the mandible by 3.23

times.

Conclusion: The implants placed with guided bone regeneration is

considered to be a safe and predictable therapy.

Keywords: dental implants; guided bone regeneration; Cumulative

survival rate; long-ter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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