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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목 적
임플란트의 예후에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요인 중 임플란트의 직경은 임플란트의 생
존율과 직결되는 요소들과 관련이 있는 중요한 요인으로 여겨진다. 그러나 상대적으로
치조골 양이 적은 전치부 심미수복의 경우나 발치 후에 치아 간 공간이 좁아지고 치
조골 소실이 일어나는 경우에는 일반 직경의 임플란트를 식립하는 것이 불가능 할 수
있는데, 이러한 경우 직경이 작은 임플란트가 선택적으로 사용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임플란트의 예후를 결정하는 것에 중요한 요소로 작용하는 임플란트
고정체의 지름에 따른 임플란트 생존율 차이에 대해서 알아보기 위하여 기존 연구결
과에 대한 메타 분석을 통해 일반적인 경우보다 직경이 작은 임플란트의 생존율에 가
장 중요하게 작용하는 요소가 무엇인지 확인해 보고자 한다.

2. 방 법
National Library of Medicine (http://www.ncbi.nlm.nih.gov/PubMed)에서 ‘dental
narrow implant’, ‘dental reduced diameter implant’, ‘dental small diameter implant’ 의 키워드로 검색 가능한 논문 중 2014년 6월까지 발행된 논문을 대상으로
검색 결과 총 510편의 논문이 검색되었다. 이 중 임상적인 연구를 통해서 직경이
작은 임플란트를 임상 환자를 대상으로 진행된 연구로 식립 조건과 그 생존율이 연
구 결과에 제시된 연구를 기준으로 연구 대상을 선별하여 그 결과를 정리했고 이를
통해 생존율에 영향을 주는 요소로 직경, 길이, 상/하악 위치, 보철물 종류, 골 증대
술 여부를 이번 연구의 변수로 설정했다. 이를 기준으로 해당하는 요소들에 대해서
임플란트의 생존율이 논문의 결과로 제시되는 경우만을 선별한 결과 27편의 논문
을 선별할 수 있었다. 각 논문의 결과를 정리한 자료는 Comprehensive
Meta-Analysis (CMA) software (Biostat, Englewood, USA)를 사용하여 분석해
Fisher's Z 척도로 효과크기를 구하고 이를 토대로 임플란트 고정체의 생존율에 대
한 영향을 비교 및 분석하였다.

3. 결 과
전체 대상 논문에서 생존율을 조사한 직경이 작은 임플란트 고정체는 총 3330개로
이 중 97개가 실패했다고 보고하고 있으며 그 생존율은 약 97.2%로 나타났다. 길이
에 따른 생존율은 길이가 짧은 경우 약 96.8%, 길이가 긴 경우 약 98.6%로 총 생존
율은 약 97.7%로 나타났으며, 임플란트 고정체의 길이에 대한 효과크기는 길이가 짧
은 경우(ES=-143)에 길이가 긴 경우(ES=-.196)보다 효과크기가 작게 나타났다. 위치

에 따른 생존율은 상악이 약 96.9%, 하악이 약 97.9%로 총 생존율은 약 97.4%로 나
타났다. 임플란트 고정체의 위치에 대한 효과크기는 -.057로 ‘작은 효과’로 분류할 수
있었다. 보철물의 종류에 따른 생존율은 단일 수복물이 약 97.6%, 다수의 수복물이
약 98.6%로 총 생존율은 약 98.3%로 나타났다. 임플란트의 보철물 종류에 대한 효과
크기는 -.163로 나타났다. 골 증대술 여부에 따른 생존율은 골 증대술을 행하지 않은
경우 약 96.7%, 골 증대술을 시행한 경우 약 88.1%로 총 생존율은 약 92.6%로 나타
났다. 임플란트 고정체의 골 증대술 여부에 대한 효과크기는 .376으로 가장 큰 효과
크기를 보였다.

주요어 : narrow implant, implant fixture, fixture diameter, survival rate, meta
analysis
학 번 : 2011-22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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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 론
1. 연구 배경
임플란트를 이용한 치료는 부분 또는 완전 무치악부위의 구강기능 회복 등 다양한
목적으로 널리 사용되고 있으며 그 예후 또한 높은 성공률을 나타내면서 임플란트를
이용한 치료가 점차 확대되어가고 있지만, 임플란트의 식립에 실패하는 경우는 아직
존재한다.1,2
임플란트의 예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환자의 연령, 성별, 전실질환, 흡연 및 이
상 기능 습관 등의 숙주관련요인(host related factor), 악궁 내 위치, 골질, 골량 등
의 위치 관련 요인 (site related factor), 임플란트의 구조, 표면, 길이와 직경 등의
임플란트 관련 요인 (implant related factor), 수복물 관련 요인 (restoration related
factor) 등을 중요 요인으로 고려할 수 있다.3,4 그 중에서도 임플란트의 직경은 주변
지지골과의 접촉면적 증가와 주변골에 가해지는 응력 분산 등 임플란트의 생존율과
직결되는 요소들과 관련이 있는 중요한 요인으로 여겨진다.5-11
그러나 상대적으로 치조골 양이 적은 전치부 심미수복의 경우나 발치 후에 치아 간
공간이 좁아지고 치조골 소실이 일어나는 경우에는 일반 직경의 임플란트를 식립하는
것이 불가능 할 수 있다. 특히 치아의 크기가 작은 상악 측절치나 하악 전치부에서 많
이 나타나는데, 이러한 경우 자연치와 임플란트, 혹은 임플란트와 임플란트 사이의 생
리적 영역을 침범하여 치간골과 치간유두의 소실을 야기할 수 있다.12
일반적으로 임플란트와 인접한 치조골의 흡수를 방지하기 위해 임플란트와 자연치
사이에는 최소 1.5mm, 임플란트와 임플란트 사이에는 최소 3mm의 공간이 있어야 한
다.13,14 하지만 평균적으로 상악 측절치의 근원심 폭경은 평균 6.5mm이고 하악 중절
치와 측절치는 평균 5.4mm의 근원심 폭경을 가지고 있어서, 이 부위에 임플란트가
단독으로 식립되는 경우에는 각각 식립 가능한 임플란트 고정체의 직경은 3.5mm,
2.4mm 이하로, 이러한 경우에 그 불리함에도 불구하고 직경이 작은 임플란트가 선택
적으로 사용될 수 있다.15-17
이와 같이 임상에서의 필요성 때문에 직경이 작은 임플란트의 생존율과 관련된 많은
연구들이 진행되어 왔지만 대부분의 연구가 개별적인 연구들이며 그 결과 또한 서로
다른 결과를 보고하는 경우가 많아 이러한 개별 연구들을 종합하는 결과를 도출하는
것에 대한 연구가 부족한 상황이다. 이러한 연구를 위해서 적용할 수 있는 연구 방법
으로 메타 분석이 있다.18
메타분석은 개별 연구 결과에서 일관성이 없을 때 사용할 수 있는 양적 연구 결과를
통계적으로 종합하는 방법으로, 개별 연구에서 추출해낸 통계치를 통해 관심 있는 변

수 간 관계의 강도나 크기를 나타낸 효과크기라는 양적인 지수를 사용하여 개별 연구
결과를 표현한다.19 이를 통해 변수가 결과에 대해서 어떠한 방향성을 갖는 영향을 주
는지에 대한 점뿐만 아니라 그 영향력의 크기를 결정하고 다양한 개별 연구의 결과를
취합한 적절한 중재안을 효과적이며 객관적으로 도출하여 증거 기반의 결과를 이끌어
내는 것을 가능하다.20
본 연구에서는 임플란트의 예후를 결정하는 것에 중요한 요소로 작용하는 임플란트
고정체의 지름에 따른 임플란트 생존율 차이에 대해서 알아보기 위하여 기존 연구결
과에 대한 메타 분석을 통해 일반적인 경우보다 직경이 작은 임플란트의 생존율에 가
장 중요하게 작용하는 요소가 무엇인지 확인해 보고자 한다.

II. 연구 대상 및 연구 방법
1. 분석 대상 논문의 선정 및 수집
1) 문헌 검색
본 연구는 National Library of Medicine (http://www.ncbi.nlm.nih.gov/PubMed)에
서 검색 가능한 논문 중 2014년 6월까지 발행된 직경이 작은 임플란트를 대상으로
그 생존율에 대한 조사를 실시한 논문을 대상으로 하여 분석하였다. 검색을 위한
주요어는 다음과 같다.
• dental narrow implant
• dental reduced diameter implant
• dental small diameter implant
검색 결과, 각각의 키워드로 ‘dental narrow implant’가 254편, ‘dental reduced
diameter implant’가 139편, ‘dental small diameter implant’가 111편의 논문이 검
색되어 총 510편의 논문이 검색되었다.
이 중 1차적으로 중복 논문 53편, 영어가 아닌 외국어로 쓰인 논문 21편, review
논문 35편을 제외하고 401편의 논문을 1차적인 검색 결과로 선정하였다.

2) 제외 기준
남은 401편의 논문에 대해서 연구의 제목과 초록을 확인하여 다음의 기준에 해당
하는 연구들을 제외하였다.
• 설문조사 연구 (questionnaire based study)
• 증례보고 (case report)
• 비임상적 연구 (laboratory based study)
그 결과, 설문조사 연구 2편, 증례보고 77편, 비임상적 연구 131편을 제외하고 191
편의 논문을 2차 결과로 선정하였다.

3) 포함 기준
본 연구의 목적에 해당하는 직경이 작은 임플란트를 임상 환자를 대상으로 진행된
연구로서 식립 조건과 그 생존율이 연구 결과에 제시된 연구를 기준으로 연구 대상
을 선별하였다. 그 결과, 110편의 논문이 다른 주제의 연구로 제외되었다.

2. 자료 분석
1) 분석 대상 연구의 특성
남은 81편의 논문을 대상으로 그 결과를 정리하여 임플란트의 생존율에 영향을

주는 요소들을 찾아보았다. 이 과정을 통해 임플란트 고정체의 직경 (diameter), 길
이 (length), 위치 (location; maxilla/mandible, anterior/posterior), 보철물 종류
(prosthesis), 골질 (bone quality), 골양 (bone qantity), 골 증대술 여부 (bone
augmentation) 등이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 중 3개 이상의 논문에서 각각의
요소에 따라 임플란트의 생존율이 제시되는 요소들인 직경, 길이, 상/하악 위치, 보
철물 종류, 골 증대술 여부를 이번 연구의 변수로 설정했다.
이 중 직경의 경우 각 논문마다 임플란트 고정체의 직경이 작은 경우 (narrow
type)를 구분하는 기준이 달라 가장 많은 경우에서 분류되었던 기준인 직경이 3.5
mm 이하인 것을 직경이 작은 임플란트 고정체로 분류하였다. 특히 직경이 3.0 mm
보다 작은 경우에는 보철수복을 위한 경우가 아닌 교정용 임플란트 등 특수 목적을
가지고 식립된 경우가 많아 이번 연구 대상에서는 제외하였다.
이를 기준으로 해당하는 요소들에 대해서 임플란트의 생존율이 논문의 결과로 제
시되는 경우만을 선별한 결과 29편의 논문을 선별할 수 있었다.(그림 1)

그림 1 Literature searches and results

2) 코딩
자료의 분석 대상이 되는 29편의 논문은 각각 고정체의 직경, 고정체의 길이, 고
정체의 상/하악 악골 위치, 임플란트 보철 수복물의 종류, 임플란트 식립 수술시 골
증대술 여부를 주요 변수로 보고 이에 따른 생존율에 대해서 코딩을 하였다. 고정
체의 길이의 경우, 8.5 mm 이하는 짧은 고정체로, 12 mm 이상은 긴 고정체로 분
류하여 총 세 가지로 분류하여 짧은 고정체를 쓴 경우와 긴 고정체를 쓴 경우에 생
존율에 어떠한 차이가 나타나는지 확인하고자 했다. 임플란트 보철 수복물의 종류
는 크게 단일 수복물과 다수의 임플란트 수복물로 나누어 둘 사이에 생존율의 차이
가 나타나는지 확인했다. 코딩은 연구자 1인에 의해서 실시되어 여러 사람이 코딩
함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불일치 요소와 코딩자간의 신뢰도, 일치도는 따로 계
산하지 않았다.

3) 자료의 변환
코딩한

자료는

Comprehensive

Meta-Analysis

(CMA)

software

(Biostat,

Englewood, USA)를 사용하여 분석했다.

(1) 효과크기 산출
효과크기의 계산을 위해 전체 식립된 임플란트의 개수 중 실패하지 않고 살아남은
임플란트의 수의 비인 생존율에 대한 효과크기를 사용하였으며 일반적으로 활용되
고 있는 Fisher's Z 척도로의 변환을 사용하였다.18 단순상관계수 r을 Fisher's Z로
전환하는 공식은 다음과 같다.
  r

Z   ×ln 
  r

이를 통해서 구한 효과크기의 크기가 0.10보다 작으면 ‘작은 효과’, 0.40 이상이면
‘큰 효과’, 그 사이면 ‘중간 효과’로 구분하며,21 효과크기가 0보다 크고 작음을 비교
해 해당 변수가 결과에 어떠한 방향의 효과를 갖는지 확인할 수 있다.

(2) 동질성 검증
개별연구들의 결과를 통계적으로 종합하기 위해서는 먼저 동질성 검정을 통해 개
별연구 결과들이 같은 모집단에서 추출된 것인지에 대한 동질성 평가를 해야 한다.
검사 결과가 이질적이라면 연구들의 특징을 그 원인으로 생각할 수 있어 이에 따라
서 효과크기를 측정하는데 중요한 전제가 될 수 있다.22 카이스퀘어 분포를 따르는

동질성 검정은 Q 통계치를 이용하였다.18 동질성 검사결과 선행연구들에서 추출된
효과크기는 각각 이질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각 연구에서의 변수에 대해서
효과크기를 측정해 이를 분석함으로써 임플란트 고정체의 생존율에 대한 영향을 비
교 및 분석하였다.

III. 결 과
전체 대상 논문에서 생존율을 조사한 직경이 작은 임플란트 고정체는 총 3330개로
이 중 97개가 실패했다고 보고하고 있으며 그 생존율은 약 97.2%로 나타난다. 최종
분석 대상 논문 29편에 대한 특징은 표 1과 같다.

표 1 Summary of Characteristics of Studies Included Meta-analysis
Author
Mangano F
Al-Nawas B
Zweers J
Benic GI
Mangano F
Cordaro L
Langer B
Lee JS
Sohn DS
Yaltirik M
Zembic´ A
Chiapasco M
Anitua E
Arisan V
Artzi Z
Viscioni A
Franco M
Maló P
Achilli A
Veltri M
Kinsel RP
Romeo E
De Boever AL
Payne AG
Comfort MB
Davarpanah M
Zinsli B
Vigolo P
Hallman M

Year
2014
2014
2014
2013
2013
2013
2012
2012
2011
2011
2011
2011
2011
2010
2010
2010
2009
2009
2008
2008
2007
2006
2005
2005
2005
2005
2004
2004
2001

Sample size
324
419
150
20
15
40
18

Variables
length, location, prosthesis
length
length
length
length
augmentation
diameter, length, location,

541
62
48
57
51
35
316
424
28
91
247
31
73
120
122
6
117
23
11
278
92
160

augmentation
length, location, prosthesis
length, location, prosthesis
location, prosthesis
location
location
length
length, location
diameter
diameter
length, location
location
length, location
length
length, location
length, location, prosthesis
length, location
augmentation
location
length
length, location, prosthesis
length
length

1. 직경에 대한 효과크기
직경이 작은 임플란트 고정체의 생존율을 제시하는 대상 논문 중 임플란트의 직경이
작은 narrow type과 regular type을 비교한 논문에서 조사한 임플란트 고정체는 총
577개로 이 중 21개가 실패했다고 보고하고 있으며 그 생존율은 narrow type인 경
우 약 88.8%, regular type인 경우 약 97.7%로 총 생존율은 약 96.4%로 나타난다.
이를 통해 고정체의 직경이 클수록 생존율이 높아진다는 것을 알 수 있으며 이는
narrow type에 대한 regular type의 failure rate에 대한 효과크기가 음수로 나오는
것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임플란트 고정체의 직경에 대한 효과크기를 계산해본 결과
-.327로 ‘중간 효과’로 분류할 수 있었다.

표 2 Effect size related to diameter of implant fixture
Diameter

K
Q
3 .736

p
<.001

-95% CI
-.327

ES
-.327

+95% CI
-.179

SE
.076

I
<.001

K = number of effect size, ES = Effect size, CI = Confidence interval, SE = Standard error

2. 길이에 대한 효과크기
길이에 따라 직경이 작은 임플란트 고정체의 생존율을 제시하는 대상 논문에서 조사
한 임플란트 고정체는 총 2845개로 이 중 65개가 실패했다고 보고하고 있으며 그 생
존율은 길이가 8.5 mm 이하로 짧은 경우 약 96.8%, 길이가 12 mm 이상으로 긴 경
우 약 98.6%로 총 생존율은 약 97.7%로 나타난다. 이를 통해 고정체의 길이가 길수
록 생존율이 높아진다는 것을 알 수 있으며 이는 짧은 고정체에 대한 긴 고정체의
failure rate에 대한 효과크기가 음수로 나오는 것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임플란트
고정체의 길이에 대한 효과크기를 길이가 짧은 경우와 길이가 긴 경우를 그렇지 않은
경우와 비교한 효과크기를 각각 Length, Length로 구분하여 계산한 결과, 길이가
짧은 경우(ES=-143)에 길이가 긴 경우(ES=-.196)보다 효과크기가 작게 나타났지만
둘 다 ‘중간 효과’로 분류할 수 있었다.

표 3 Effect size related to length of implant fixture
Length
Length

K
Q
10 4.935
14 6.562

p
-95% CI
.005
-.242
.031
-.374

ES
-.143
-.196

+95% CI
.043
-.017

SE
.051
.091

I
.000
8.560

K = number of effect size, ES = Effect size, CI = Confidence interval, SE = Standard error

3. 위치에 대한 효과크기
위치에 따라 직경이 작은 임플란트 고정체의 생존율을 제시하는 대상 논문에서 조사
한 임플란트 고정체는 총 2355개로 이 중 62개가 실패했다고 보고하고 있으며 그 생
존율은 상악이 약 96.9%, 하악이 약 97.9%로 총 생존율은 약 97.4%로 나타난다. 이
를 통해 하악에서 임플란트의 생존율이 높아진다는 것을 알 수 있으며 이는 상악에
대한 하악의 failure rate에 대한 효과크기가 음수로 나오는 것을 통해 확인할 수 있
다. 임플란트 고정체의 위치에 대한 효과크기를 계산해본 결과 -.057로 ‘작은 효과’로
분류할 수 있었다.

표 4 Effect size related to location of implant fixture
Location

K
Q
16 14.710

p
.406

-95% CI
-.192

ES
-.057

+95% CI
.078

SE
.069

I
25.223

K = number of effect size, ES = Effect size, CI = Confidence interval, SE = Standard error

4. 보철물 종류에 대한 효과크기
보철물의 종류에 따라 직경이 작은 임플란트 고정체의 생존율을 제시하는 대상 논문
에서 조사한 임플란트 고정체는 총 1375개로 이 중 23개가 실패했다고 보고하고 있
으며 그 생존율은 단일 수복물이 약 97.6%, 다수의 수복물이 약 98.6%로 총 생존율
은 약 98.3%로 나타난다. 이를 통해 수복물이 다수인 경우에 생존율이 높아진다는 것
을 알 수 있으며 이는 다수 수복물에 대한 단일 수복물의 failure rate에 대한 효과크
기가 음수로 나오는 것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임플란트의 보철물 종류에 대한 효과
크기를 계산해본 결과 -.163로 ‘중간 효과’로 분류할 수 있었다.

표 5 Effect size related to prosthesis type of implant fixture
Prosthesis

K
Q
6 7.039

p
.109

-95% CI
-.361

ES
-.163

+95% CI
.036

SE
.101

I
43.175

K = number of effect size, ES = Effect size, CI = Confidence interval, SE = Standard error

5. 골 증대술 여부에 대한 효과크기
골 증대술 여부에 따라 직경이 작은 임플란트 고정체의 생존율을 제시하는 대상 논
문에서 조사한 임플란트 고정체는 총 175개로 이 중 13개가 실패했다고 보고하고 있
으며 그 생존율은 골 증대술을 행하지 않은 경우 약 96.7%, 골 증대술을 시행한 경우

약 88.1%로 총 생존율은 약 92.6%로 나타난다. 이를 통해 골 증대술이 동반되는 경
우 생존율이 낮아진다는 것을 알 수 있으며 이는 골 증대술이 시행되지 않은 경우와
비교한 골 증대술이 시행된 경우의 failure rate에 대한 효과크기가 양수로 나오는 것
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임플란트 고정체의 골 증대술 여부에 대한 효과크기를 계산
해본 결과 .376으로 ‘중간 효과’로 분류할 수 있었다.

표 6 Effect size related to bone augmentation of implant fixture
Augmentation

K
3

Q
.049

p
.021

-95% CI
.057

ES
.376

+95% CI
.696

SE
.163

I
.000

K = number of effect size, ES = Effect size, CI = Confidence interval, SE = Standard error

IV. 결론 및 고찰
임플란트를 이용한 무치악 부위의 수복에 있어서 치조골의 폭이 부족한 경우 선택할
수 있는 치료 방법 중 하나로 직경이 작은 고정체(narrow type)의 임플란트를 사용하
는 방법이 있다.15-17 그러나 임플란트 고정체의 직경을 줄이면서 주변 조직과의 생리
적인 공간은 확보할 수 있지만,12 임플란트 고정체 자체의 물성도 약해질 뿐만 아니라
23

주변 골조직과의 접촉면적의 감소와 주변 골에 가해지는 응력의 분산이 약해지므로

임플란트의 안정성과 그 생존율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다.5-11 이번 연구를 통
해서 메타분석을 통해 직경이 작은 고정체를 사용한 임플란트의 생존율과 관련된
요소를 파악하고 이러한 요소들의 효과크기의 비교를 통해 직경이 작은 고정체를
사용한 임플란트의 생존율에 있어서 어떤 요소가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가에 대
해 알아보았다.
기본적으로 임플란트의 직경이 작은 narrow type의 임플란트 고정체에서 생존율
이 더 낮게 나타났으며 그 효과크기가 ‘중간 효과’로 나타나고 있어 임플란트 고정
체의 직경이 임플란트의 생존율에 어느정도 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 있다.
임플란트 고정체의 길이에 대해서 알아본 결과 길이가 짧은 임플란트 고정체를 사
용한 경우보다 길이가 긴 임플란트 고정체를 사용하는 경우 효과크기가 더 크게 나
타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이를 통해서 임플란트 고정체의 직경이 작기 때문에 발
생할 수 있는 생존율에 불리한 물리적 성질이 고정체 길이의 증대를 통해 보상될
수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고 생각할 수 있다. 그렇지만 임플란트 고정체의 길
이가 짧은 경우와 긴 경우 모두 ‘중간 효과’의 효과크기를 나타내며 둘 사이의 효과
크기의 차이가 크지 않고 성공률의 차이도 약 2% 정도로 나타나고 있어 큰 차이가
나타나지는 않는다고 볼 수 있다. Micsh의 연구에 따르면 1996년에서 2003년 사
이에 발행된 문헌 연구를 통해 10 mm를 기준으로 이보다 짧은 임플란트의 성공률
이 긴 임플란트보다 7 - 25% 낮다고 보고하고 있다. 그러나 Renouard에 의하면
1990년에서 2005년 사이에 발행된 문헌 연구를 통해 골질이 안 좋은 경우에는 임
플란트 고정체의 길이가 10 mm 미만으로 짧아지면 실패율이 높아지지만, 불량한
골질에서 초기 안정성을 높일 수 있는 표면처리나 수술 방법을 사용할 경우 생존율
의 차이가 줄어든다고 하였다.25
임플란트가 식립되는 위치에 대한 효과크기는 다른 요소들과 비교했을 때 가장 작
은 효과크기를 나타냈다. 임플란트가 식립되는 위치에 따라 생존율에 영향을 줄 수
있을만한 점을 생각해보면, 상악에서도 특히 구치부 치조골의 경우 피질골이 얇고
해면골의 밀도가 낮아 골질이 불량한 경우가 많으며26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치부에

비해서 과도한 하중을 견뎌야 하는 불리함이 존재한다. 때문에 일반적으로 부위에
따른 임플란트 생존율에 있어서 상악이 하악보다 실패율이 높으며 그 중에서도 하
악 전치부의 실패율이 가장 낮다고 보고되었다.27,28 그러나 GOENÉ의 연구에 따르
면 하악 부위에서는 실패율이 4.2%, 상악에서는 실패율이 5.5%로 나타나 비슷한
실패율을 보이기도 한다.29
보철물의 종류에 따른 생존율의 경우 그 효과크기의 크기는 ‘중간 효과’로 분류될
수 있었으며 다수의 임플란트 수복물이 단일 수복물에 비해서 약간 생존율이 높게
나타났다. 선행된 연구에서도 이와 유사한 결과를 확인할 수 있었는데, 한 연구에
따르면 길이에 상관없이 보철물에 따른 생존율 비교시 단일 임플란트 보철물로 수
복한 경우에 인접 임플란트를 연결한 보철물로 수복한 경우보다 임플란트 생존율이
5%정도 낮게 관찰되었다.30 이러한 결과는 임플란트의 생존율을 높이기 위해 가해
지는 하중을 고르게 분포시키는 것이 유리하며 인접 임플란트와 연결하는 것이 역
학적으로 이와 같은 역할을 한다고 볼 수 있다.
골 증대술 여부에 따른 생존율의 경우 골 증대술을 한 경우의 생존율이 골 증대술
을 하지 않은 경우에 비해 현저히 떨어지고 생존율의 차이도 약 8% 정도로 가장
큰 차이를 보였으며, 그 효과크기는 다른 경우와 마찬가지로 ‘중간 효과’로 분류되
었지만 가장 큰 효과크기를 보였다. 보통 골 증대술이 필요한 경우를 생각해보면
골질이 안 좋고 골양도 부족한 경우이기 때문에, 골 증대술을 함께 시행한 경우는
곧 악골 상태가 안 좋은 상황에서 식립된 경우라고 볼 수 있다. 추가적으로 함께
시행된 골 증대술의 성공률과 성공 효과에 대한 요소 또한 임플란트의 생존율에 영
향을 끼쳐서 골 증대술이 함께 시행된 경우의 생존율이 더 낮게 나타났을 것이라
사료된다. 선행된 연구들에서도 많은 경우에 임플란트의 생존율에 영향을 끼치는
많은 요소들 중 가장 중요한 요소 중 하나로 숙주 관련 요인(host related factor)
를 꼽고 있으며 그 중에서도 골질과 골양은 실패율에 가장 크게 관련이 있다고 보
고되고 있다.25 이렇게 골질이 좋지 않은 경우 가장 중요하게 작용하는 요소가 초기
안정성인데, 한 연구에 따르면, 식립 부위의 골질이 나쁜 경우 임플란트의 실패율이
높아지지만 초기 안정성이 양호한 경우 실패율이 통계학적으로 유의하게 감소하였
다고 보고되고 있다.31 초기 안정성은 임플란트를 식립할 때 생역학적인 특성에 의
해 결정되며 초기 골 접촉 면적과 주변 골의 밀도 등의 영향을 받는다.32 직경이 작
은 임플란트의 경우 초기 안정성이 안 좋은 경향이 나타나기 때문에 골질이 나쁜
경우에 임플란트의 생존율이 더 크게 영향을 받을 것이라고 생각된다. 또한 임플란
트의 초기 안정성은 생역학적인 요소와 임플란트의 형태 외에 수술 방법에 의해서
도 영향을 받게 되는데,33 골질이 좋지 않은 경우에 고정체의 지름이 작거나 길이가

짧은 형태의 임플란트를 심어야하는 상황에서 수술 방법을 개선시켜 불리한 초기
안정성을 보완할 수 있다고 알려져 있다.34 그러나 이번 연구의 결과를 보면, 직경
이 작은 임플란트 고정체를 사용하는 경우 골 증대술 등의 수술적인 방법이 동반되
는 경우 임플란트의 생존율이 중간 정도의 효과크기로 감소하게 된다.(ES=.376) 하
지만 골 증대술 등 추가적인 시술로 인해 감소되는 생존율에 대해서 임플란트 고정
체의 직경을 증가시키면 비슷한 효과크기를 갖으면서 생존율을 높여줄 수 있으므로
(ES=-.327), 골 증대술에 의한 생존율의 감소를 보완할 수 있을 것이라고 볼 수 있
다. 그러므로 임플란트를 시술하는 데에 있어서 골 증대술이 필요한 경우에는 충분
한 양의 증대술을 통해 regular type의 직경의 임플란트 고정체를 사용할 수 있도
록 해 주는 것이 임플란트의 생존율을 유지시키면서 성공적인 임플란트 시술이 이
뤄질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이라고 볼 수 있다.
본 연구는 직경이 작은 임플란트 고정체만을 대상으로 하여 결과를 분석하였기에
그 결과를 다른 직경의 임플란트 고정체까지 일반화하는데 제한점이 있을 수 있다.
하지만 직경이 작은 임플란트의 생존율에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요소들에 대해 임상
적으로 근거기반 적용을 하는 것에 활용될 수 있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제한적인 대상에 대해 초점을 두면서 비교적 제한된 사례에 대해
서만 메타분석에 활용되었고 직접적인 비교를 할 수 있는 선행 메타분석이 없어 서
술적인 연구들과의 비교들만 제시할 수 있다는 한계점이 존재한다. 앞으로 더 다양
한 대상에 대한 연구가 진행되어 임플란트의 생존율에 영향을 끼치는 요소들에 대
한 일반화된 결과를 임상적으로 근거기반 적용을 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고, 나아
가서는 치과 임상 분야에 있어 그동안 선행된 다양한 분야의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근거기반의 임상적용이 더 폭넓게 자리잡을 수 있게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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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Meta-analysis of the survival rate according to the diameters of implant
fixture
Kim Ga-ram
Department of Dentistry, Dentistry
The Graduate School
Seoul National University
1. Purpose
Diameter of implant fixture is one of the most important factors related to
survival rate of implant. Although narrow type implant occurs a reduction of
contact surface between implant and bone, it is used in severely resorbed
bone. The aim of this study was to analyze factors that related to survival
rate of narrow type implant with meta-analysis and find out correlations between related factor and survival rate.

2. Methods
Literature search for relevant articles published from 1977 to eaerly 2014
was performed from MEDLINE (http://www.ncbi.nlm.nih.gov/PubMed) with specific keywords: ‘dental narrow implant’, ‘dental reduced diameter implant’,
‘dental small diameter implant.' Articles were screened based on defined exclusive criteria and inclusive criteria. From selected articles, find out related
variables to survival rate of narrow type implant and analyze these variables
with Comprehensive Meta-Analysis (CMA) software (Biostat, Englewood, USA).

3. Results
Whole survival rate of narrow type implant of this study was 97.2%. Effect
size and survival rate of longer implant were larger than those of shorter

implant. There were no significant difference between survival rates of implants on maxilla and mandible and effect size related to location was smallest
on this study. Survival rate of implant with multiple restoration was higher
than single restoration and effect size related to type of prosthesis was categorized medium effect size. In the case of implant with bone augmentation, the
failure rate was higher than no augmentation and effect size related to bone
augmentation was largest on this study.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