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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초록

본 연구는 치과 임플란트 수술 과정에서 발생한 하치조신경손상 환자

들에 대한 후향적 연구를 통해 환자들에 대한 일반적인 임상적인 경향을

파악하고 하치조신경손상 시 어떻게 대처하는 것이 실제로 효과가 있는

지 알아보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하였다.

2008년 1월부터 2011년 1월까지 임플란트 수술 후 하치조신경손상을

주소로 서울대학교치과병원에 내원한 113명의 환자들을 대상으로 후향적

으로 연구하였다. 113명에 대한 환자들의 차트와 방사선 영상 분석을 통

하여 성별, 나이, 신경손상을 일으킨 임플란트의 식립부위, 임플란트의

후 처치(임플란트 제거, 짧게 하기, 상태 유지), 방사선 영상에서 임플란

트와 하치조신경 간의 거리, 내원 전 처치, 초기손상 후 서울대학교치과

병원에 내원하기 까지 걸린 시간에 대한 정보를 모아 이러한 요소들이

환자의 회복과 어떻게 연관성이 있는지 알아보았다. 환자의 회복정도는

각각 환자가 주관적으로 호소한 내용과 임상적으로 실시한 객관적인 평

가에 근거하여 조사하였다.

그 결과 임플란트 수술 중 하지초신경 손상이 발생하는 비율은 남자보

다 여자가 2배 정도로 높았으며 연령별로는 50대와 60대가 대부분을 차

지하였다. 또한 하악 제2대구치 부위에 임플란트를 식립하는 경우에 하

치조신경손상이 가장 호발하였다. 손상된 하치조신경의 회복은 임플란트

를 제거하거나 짧게 하는 처리와 하치조신경손상이 발생한 이후 서울대

학교치과병원으로 내원하는데 까지 걸리는 기간은 유의미한 연관성을 나

타내었다.

주요어 : 하치조신경, 임플란트, 신경손상, 임플란트 후 처치, 회복

학 번 : 2010-22441



- 4 -

목 차

국문초록

I. 서론 ·············································································6

II. 환자 및 방법 ···························································8

1. 환자 ······················································································8

2. 통계 ······················································································9

III. 결과 ··········································································10

IV. 고찰 ········································································13

V. 결론 ··········································································15

참고문헌 ········································································16

영문초록



- 5 -

표 목 차

[Table 1] ····················································································· 18

[Table 2] ····················································································· 18

[Table 3] ····················································································· 19

[Table 4] ····················································································· 19

[Table 5] ····················································································· 20

[Table 6] ····················································································· 20

[Table 7] ····················································································· 21

[Table 8] ····················································································· 21

그 림 목 차

[Fig 1] ························································································· 22

[Fig 2] ························································································· 22



- 6 -

I. 서론

하치조신경(inferior alveolar nerve)은 제Ⅴ뇌신경인 삼차신경

(trigeminal nerve)의 3번째 가지인 하악신경(mandibular nerve)의 가지

로서 하악의 치아와 치육에 분포하고 있는 지각신경이다. 따라서 하치조

신경이 손상된 경우 무감각(anesthesia), 감각저하(hyposthesia) 등과 같

은 감각이상이나 이감각(allodynia), 감각과민(hyperpathia), 통각과민

(hyperesthesia) 등의 비정상적인감각의 변화가 환자에게 나타나게 된다.

하치조신경의 손상을 일으키는 주된 원인으로는 제3대구치의 발치1), 치

과 임플란트의 식립2), 근관치료3), 하악전달마취4), 구강악안면수술5) 등이

있다. 과거에는 이들 중 하악 제3대구치의 발치로 인한 하치조신경손상

이 가장 빈번하다고 알려져 있었지만, 최근 들어 치과 임플란트가 널리

보급되면서 임플란트 식립으로 인한 하치조신경손상이 크게 증가하고 있

다6). 더욱이 기존에 보고된 연구 결과에 따르면 하악 제3대구치 발치 후

감각이상은 1.5∼4.4%7,8), 6개월 이상 지속된 감각이상은 0.91%9)로써 임

플란트 수술 중 일어난 감각이상이 8.5∼36%10,11) 그리고 영구적인 신경

손상이 6.5∼13%12,11)인 것에 비하면 그 빈도와 심도에 있어서 임플란트

수술로 인한 하치조신경손상이 훨씬 심각한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따라

서 임플란트 수술 시 하치조신경손상을 방지하기 위해 많은 주의가 요구

되며 수술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감각 부전에 대해서 환자에게 미리 고

지하는 것이 필요하며 또한 사전에 충분한 주의를 기울였음에도 불구하

고 발생한 하치조신경손상의 경우 그 회복을 위해 최선의 대처를 해야

할 것이다.

본 연구는 임플란트 식립 시 발생한 하치조신경손상 환자들을 대상으

로 손상의 경향성(남녀, 연령분포, 식립부위)에 대한 객관적인 동향을 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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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함과 동시에 하치조신경손상에서 회복되는 환자의 양상을 후향적으로

조사함으로써 임플란트로 인해서 하치조신경에 손상을 일으킨 환자가 손

상에서 회복되는데 어떤 임상적인 요소들이 영향을 주는지 알아보고자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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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 환자 및 방법

1. 환자

 2008년 1월부터 2011년 1월까지 치과 임플란트 수술로 인한 하치조신

경손상을 주소로 서울대학교치과병원에 내원한 환자 113명을 대상으로

각 환자들의 차트와 방사선 영상 자료를 분석하였다. 성별과 나이 분포

그리고 하치조신경손상의 원인이 되는 임플란트의 식립 부위와 해당 임

플란트의 사후 처치(제거, 짧게 하기, 상태유지)에 대해 그리고 초기 손

상 후 서울대학교치과병원에 내원하는데 까지 걸린 시간과 방사선 영상

에서 임플란트와 하치조신경간의 거리를 조사하였다. 또한 본 병원에 내

원하기 전에 어떤 종류의 치료가 시행되었는지 살펴보았으며, 모든 환자

에 대해서 회복정도를 각각 주관적 그리고 객관적으로 평가하였다. 주관

적인 회복정도는 최소 한번 이상 증상의 개선을 표현한 환자를 개선, 한

번도 증상의 개선을 호소하지 않은 환자를 변화 없음, 그리고 증상악화

를 호소한 환자에 대해서는 악화로 분류하였다. 객관적인 회복 정도는

서울대학교치과병원의 sensory evaluation protocol에 따라 지각 검사를

2회 이상 실시한 48명의 검사자료를 바탕으로 평가하였다. 차트에 기록

된 접촉역치검사(Contact detection threshold), 이점식별검사(Two-point

discrimination threshold), 방향인지검사(Tactile direction discrimination),

그리고 온도통증검사(Thermal test to cold)의 4가지 검사 중 두 개 이

상의 항목에서 하기의 기준을 넘어서면 개선, 두 가지 이상의 항목에서

이전보다 나빠진 결과를 보이는 경우를 악화, 그리고 나머지에 대해서

변화 없음으로 분류하였다. 지각검사 개선 기준은 접촉역치검사 2.83g

미만, 이점식별검사 가 1.5cm 미만, 방향인지검사에서 75%이상 그리고

온도통증검사에서의 정상반응으로 하였다. 1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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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통계

수집한 데이터는 SPSS (ver21.0, SPSS, Chicago, IL, USA)를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Pearson’s correlation test를 이용하여 환자가 신경손상 후

서울대학교치과병원에 내원하는데 걸린 기간, 환자의 나이, 임플란트의

처치, 방사선 영상에서 임플란트와 하치조신경관간의 거리를 주관적인

회복 정도와 객관적인 회복 정도에 대해서 각각 분석하여 하치조신경손

상과 신뢰도 95% 이상에서 유의미하게 관련된 요소가 어떤 것인지 알아

보았다. 환자가 서울대학교치과병원에 내원하는데 까지 걸린 기간에 따

라 신경손상에서 회복되는 정도는 p값이 0.05 미만인 범위에서 t-test를

통해 그 유의성을 분석했다. 또 linear regression 분석을 이용하여 임플

란트의 처치와 초기 신경 손상 후 서울대학교치과병원에 내원 시 까지

걸린 시간이 환자의 회복정도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치는지 확인해 보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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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I. 결과

조사 대상에서 여성이 76명(67%) 남성이 37명(33%)으로 여성이 남성

에 비해 두 배 정도 많았다. 연령별로는 50대가 42명(37%), 60대가 38명

(34%)으로 50대와 60대가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였다(Table 1). 평균연

령은 55.27±9.37세였고, 29세 부터 77세에 이르는 연령분포를 보였다. 하

치조신경손상을 일으킨 임플란트의 식립 부위를 분석한 결과 좌측과 우

측 간에는 차이가 없었고 양측 모두 하악 제 2대구치 부위에서 하치조신

경손상이 가장 호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Table 2).

신경손상을 일으킨 임플란트의 처치에 관해서는 50명(44%)에서 문제

가 되는 임플란트를 제거 하였으며 12명(11%)에서 임플란트를 역회전

시키거나 짧은 임플란트를 다시 식립함으로써 임플란트의 길이를 줄였

다. 나머지 51명(45%)은 임플란트에 어떠한 조치도 취하지 않고 그대로

유지하였다(Fig 1).

환자들이 서울대학교치과병원에 내원하기 전에 가장 많이 받은 치료는

약물치료로서 31명(27%)이 내원 전 약물치료를 받았고 4명(4%)은 침,

레이저, 물리치료를 받았다. 78명(69%)은 아무런 처치 없이 관찰만 한

것으로 나타났다(Table 3). 반면, 서울대학교치과병원에 내원 후에는

113중 81명(72%)이 약물 처방을 포함한 보존적 처치를 받았고 32명

(28%)은 관찰만 하였다. 주로 처방된 약은 Methycobal(Mecobalamin,

Methycobal Tab 0.5mg, 대웅제약, Korea), Gingkomin(Ginkg biloba,

Gingkomin Tap 80mg, 목산제약, Korea), Beecom(Vitamin B-complex

with vitamin C, Beecom Tab, 유한양행, Korea), Neurontin

(gabapentin, Neurontin Cap, Pfizer Inc, USA), Non-steroidal

anti-inflammatory drugs 등이었다.

방사선 영상을 이용하여 분석한 결과에서는 방사선 영상을 분석하기

위한 자료가 존재하는 98명의 환자 중에서 임플란트와 하치조신경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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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리가 2mm 초과인 경우가 23명(23%), 0mm 초과 2mm이내 인 경우가

39명(40%), 0mm 이내로 신경을 침범한 경우가 36명(37%)이었다(Fig 2).

임플란트 식립으로 인해 하치조신경손상을 받은 환자가 서울대학교치

과병원에 내원하는데 까지는 평균 9.22개월이 소요 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신경손상이 발생하고 1주일 이내에 내원하는 경우부터 2년 이상

경과된 이후에 내원하는 경우까지 매우 넓은 범위를 보이고 있었다.

신경 손상 후 회복 평가에서 주관적으로 개선된 느낌을 호소한 환자는

전체 113명 중 39명(35%) 이었고 68명(60%)은 증상에 전혀 변화를 보이

지 않았다고 했다. 6명(5%)의 경우에서 증상이 악화됨을 호소했다. 객관

적인 회복 정도의 평가는 48명의 환자가 가능했으며 이 중 32명(67%)의

환자는 지각검사결과가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고 4명(8%)은 악화되었으

며 12명(25%)은 개선되거나 악화되지 않고 유지되었다.(Table 4).

앞서 정리한 기본적인 자료들을 바탕으로 주관적인 회복 여부와 객관

적인 회복 여부에 대해서 각각 서울대학교치과병원 초기 내원하는데 까

지 걸린 기간, 환자의 나이, 문제가 된 임플란트의 처치 그리고 방사선

사진 상에서 하치조신경과의 거리에 해당하는 네 가지 변수를 가지고

Pearson’s correlation test를 시행한 결과 주관적인 평가에서는 서울대학

교치과병원에 내원 하는데 까지 걸린 기간과 임플란트의 처치라는 두 가

지 변수에 대해서는 매우 유의한 상관관계를 보였고(각각 p=0.005,

p=0.004) 방사선 사진 상 하치조신경과의 거리에서는 유의한 상관관계를

보였다(p=0.023). 객관적인 회복도에서는 임플란트의 처치가 유일하게 유

의수준 1% 이하에서 유의미한 상관관계를 가지는 변수로 확인되었다

(p=0.003) (Table 5).

서울대학교치과병원에 초기 내원 하는데 걸린 기간과 하치조신경손상

의 회복 여부에 따른 Pearson’s correlation test의 결과를 근거로 환자가

서울대학교치과병원에 내원하는데 걸린 기간에 따른 주관적인 회복여부

와 객관적인 회복 여부를 분석한 결과 주관적으로 감각개선을 호소한 환

자군은 평균 3.60±4.61 개월 안에 서울대학교치과병원에 초기 내원하였

고 주관적인 감각개선이 없는 환자군은 10.7±13.27개월 만에 내원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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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객관적 평가에서 감각개선이 있는 환자군은 6.13±17.01개월 만에 초

기 내원 하였으며 감각개선이 없는 환자군은 5.81±8.80개월 만에 내원하

였다. 두 군에서 서울대학교치과병원에 내원하는데 까지 걸린 기간에 대

해 t-test를 실시한 결과 주관적인 평가에서는 신뢰도 95%이상 에서 유

의 하게 초기 내원이 빠를수록 감각 회복이 우수하다는 결과가 나왔고

객관적인 회복도 에서는 초기 내원에 걸린 시간과 연관성이 없었다

(Table 6, 7).

또한, 선형회귀분석 기법을 이용하여 환자가 서울대학교치과병원에 내

원하는데 걸린 시간과 임플란트를 처치하는 방법에 따른 주관적인 회복

과 객관적인 회복을 분석한 결과 주관적인 평가에서는 두 요소가 임플란

트로 인해 손상된 하치조신경의 회복에 11.9%의 영향을 미치고 있었고

객관적인 평가에서는 9%의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Table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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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V. 고찰

치과 임플란트 수술에 의한 하치조신경의 손상은 남성보다 여성에서 2

배 정도 호발하며 주로 50대와 60대의 중년층에서 많이 일어나는 것을

확인 하였다. 이는 치주질환 등으로 인하여 치아를 상실하게 되는 시기

와 무관하지 않으며 여성의 경우 남성에 비해 악골의 크기가 작아 임플

란트 식립을 위한 뼈 공간이 부족한 것을 그 원인으로 고려해 볼 수 있

겠다. 하치조신경의 손상을 일으킨 임플란트를 식립한 부위에서 좌우간

의 차이는 거의 없었지만 하악 제2대구치 부위에 임플란트를 식립할 때

가장 빈번하게 하치조신경손상이 발생한 것은 신경관과 치조골 표면과의

거리가 가까운 것이 그 원인 이라 할 수 있겠다. 따라서 이 부위에 임플

란트를 식립하는 술자의 경우 전산화 단층 촬영과 같은 장비를 통해 하

치조신경의 주행경로와 골 표면과의 거리를 정확히 확인하고 수술에 임

하는 것이 필요로 하겠다.

식립 된 임플란트를 처리하는 경우를 보면 45%의 경우에 하치조신경

손상을 일으킨 임플란트를 그대로 유지 하였는데 임플란트를 제거하거나

짧게 하는 것이 손상된 하치조신경이 회복되는데 주관적인 회복정도와

객관적인 회복정도 모두에 유의미하게 작용하는 결과로 미루어 술자는

환자가 하치조신경손상으로 인한 감각이상을 호소하는 경우 임플란트를

제거하거나 짧게 하는 처리를 해주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되었다.

하치조신경이 손상된 환자 중 방사선 영상에서 하치조신경관과 임플

란트간의 거리가 2mm 이상인 경우가 23%에 달했다. 이는 Greenstein과

Tarnow 그리고 Kraut 와 Chahal이 주장한 최소 2mm의 안전거리 확보

16,17)도 하치조신경손상을 예방하기 위한 100%의 안전대책은 되지 못한다

는 것을 확인해 준다. 또한 본 연구에서는 임플란트와 하치조신경간의

거리가 신경손상의 회복정도에 유의미한 연관이 있지는 않은 것으로 나

타났다. 그러나 이것은 55%의 환자에서 손상을 일으킨 임플란트를 제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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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거나 짧게 해 주는 시술을 시행하였기 때문에 그 효과가 가려졌을 가

능성이 있다고 생각되었다. 하치조신경이 손상된 후 서울대학교치과병원

에 초기 내원하기까지 걸린 기간과 신경손상으로 부터의 회복정도를 비

교한 결과 주관적인 회복평가에서는 유의미하게 연관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것은 서울대학교치과병원에 환자들이 내원하기 전에는 27%

의 환자만이 약물치료를 받았지만 서울대학교치과병원에서는 72%의 환

자에게 약물치료를 포함한 보존적 처치를 시행 한 결과와 관련해 보았을

때, 빠른 시간 안에 적절한 약물 치료와 같은 전문적인 치료를 받는 것

이 하치조신경손상으로부터 회복하는데 중요한 요소로 볼 수 있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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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 결론

본 연구를 통하여 임플란트 수술 중 발생할 수 있는 하치조신경손상과

그 회복에 관련된 여러 가지 요소들이 임상에서 실제로 어느 정도 영향

을 미치고 있는지 확인해 보았다. 그 결과 임플란트 수술로 인한 하치조

신경손상을 회복시키기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은 신경손상에서 저절로 회

복되기를 관찰하며 기다리지 말고 약물 치료와 같은 보존적 처치를 실시

하거나 빠른 시간 안에 전문적인 회복 치료가 가능한 병원에 내원 하는

것과 손상의 원인이 된 임플란트를 제거하거나 짧게 해주는 것이라는 것

을 확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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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2. Location of dental Implants which

caused inferior alveolar nerve damage

Location Patient(%)

#35 5(4)

#36 8(7)

#37 27(24)

Left multiple 19(17)

#45 3(3)

#46 12(11)

#47 21(19)

Right multiple 15(13)

Bilateral multiple 3(3)

Table 1. Age distribution of patients who

received damage at the inferior

alveolar nerve during implant

surgery(n=113)

Age Patient(%)

20’s 1(1)

30’s 9(8)

40’s 19(17)

50’s 42(37)

60’s 38(34)

70’s 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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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3. Treatment received before final referral

to Seoul National University Dental

Hospital

Treatment Patient(%)

Medication 31(27)

Acupuncture/Laser
/Physical therapy 4(4)

No treatment 78(69)

Table 4. Number of patient recovered subjectively and

objectively

Subjectively
recovered patient(%)

Objectively
recovered patient(%)

Improved 39(35) 32(67)

Aggravated 6(5) 4(8)

Stationary 68(60) 1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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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5. Significance on Pearson’s correlation test

Subjective recovery Objective recovery

Time 0.005 0.083

Age 0.109 0.975

Treatment(implant) 0.004 0.003

Distance 0.023 0.115

Table 6. Recovery according to the time of initial visit

　 Subjective sensory recovery Objective sensory recovery

Initial
visit
within
month

Impro
-ved

Aggra
-vated

Statio
-nary Total Impro-ved

Aggra
-vated

Statio
-nary Total

0.5m 6 0 7 13 7 0 1 8

1m 15 1 3 19 14 0 2 16

2m 4 1 4 9 2 1 3 5

3m 3 1 1 5 0 0 1 1

6m 4 1 14 19 2 2 4 8

9m 2 1 9 12 3 0 0 3

12m 2 1 9 12 1 0 0 1

18m 3 0 12 15 3 0 1 4

24m 0 0 3 3 0 0 0 0

Over
24m 0 0 6 6 0 1 0 1

Total 39 6 68 113 32 4 12 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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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bjective recovery Objective recovery

Initial

visit

time

Improved
Not

improved
p-value Improved

Not

improved
p-value

Mean

±SD
3.60±4.61 10.7±13.27 <0.001 6.13±17.01 5.81±8.80 0.945

Table 8. Linear regression test on fixture management and

period from damaging inferior alveolar nerve to visiting

to Seoul National University Dental Hospital with

subjective and objective recovery

Subjective recovery Objective recovery

R-sguare 0.119 0.09

Significance 0.001 0.005

Table 7. T-test of Recovery according to initial visit ti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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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 Fixture management(n=113): removal, shortening, or no

treatment

Figure 2. Distribution of radiographic proximity between the apex of

fixture and the inferior alveolar nerve can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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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A retrospective study on the recovery of

inferior alveolar nerve injury caused by

dental implant surgery

Joonyup Kim

Department of Dentistry

School of Dentistry

Seoul National University

This is a retrospective study on the recovery of inferior alveolar

nerve injury caused by dental implant surgery which is wide spread

out in Korea recently.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obtain general

demographic information of patients and find clinical factors related to

recovery of inferior alveolar nerve injury.

In this paper, 113 patients records are reviewed, classified and

taken into statistics. Patients are classified by sex, ages, implant

installation sites, implant fixture treatments(removal, shortening, no

treatment) and distance between inferior alveolar nerve(IAN) and

implant on radiographic image, and recovery(subjectively and

objectively).

From the demographic data, IAN injury was more frequent in

female who was in fifties and sixties. Also, mandibular second mola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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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ea is the most frequent IAN injured site on dental implant surgery

with no difference between left and right. In the results, implant

fixture management(shortening or removal) and early visit to Seoul

National University Dental Hospital showed improved recovery of

IAN damage. Age and the radiographic proximity between IAN and

implant was not the contributing factors to the IAN recovery.

keywords : inferior alveolar nerve, dental implant, nerve

damage, recovery, fixture management

student number : 2010-224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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