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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ffect of supportive periodontal therapy on long-term implant survival r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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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aim of this study was to determine the condition of supportive periodontal therapy (SPT) in implant patients and the effect of SPT
on implant long-term survival. Implants placed at the Dept. of Periodontology, Chonnam National University Dental Hospital over a
5-year period, were traced for up to 8 years. Patients who had visited the hospital at least once a year were defined as regular SPT, and
patients who were treated by active periodontal therapy were defined as patients with periodontitis. Kaplan-Meier survival analysis was
performed based on the observation periods, and the effect of SPT and history of periodontitis on implant survival assessed by chisquare test. A total of 183 patients (age: 21–91, 98 males and 85 females), and 508 implants were used for this study. Three hundred
eight implants were under SPT and 87 implants was under regular SPT. For the patients with periodontitis 136 implants were placed.
The 5-year survival rate was 94.8%. The overall survival rate in patients who received SPT was 97.1% and 91.0% for those who did
not (p =0.004). The survival rate in patients who received regular SPT was 97.7%, and 96.8% for patients received irregular SPT. The
survival rate was 93.4% in patients with periodontitis and 95.2% in patients without periodontitis. Among patients with periodontitis,
the survival rate was 100.0% in patients who received regular SPT and 89.2% for irregular SPT (p =0.012). These results suggest that
regular SPT improves implant survival rate and is more effective in patients with periodontit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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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구강청결유지 관리가 적절히 이루어져야 한다[1-3]. Fransson
등[4]과 Roos-Jansåker 등[5]에 의하면 임플란트 식립 환자의

임플란트는 치아가 상실된 환자의 첫 번째 선택의 수복 치료

임플란트 주위염의 발생 빈도는 28%–43%로 나타났다. 임플란

법으로 널리 이용되고 있다. 이러한 임플란트 치료를 받은 후에

트 주위염이 악화되어 골소실이 심해진다면 골유착이 상실되어

는 자연치와 같은 저작, 발음, 심미성이 모두 충족되어야 하며

임플란트를 제거해야 하는 결과에 이를 수 있다.

이러한 기능은 장기간 유지되어야 한다. 그러나 임플란트는 교

유지치주치료(supportive periodontal therapy, SPT)란 미

원섬유의 주행방향과 주위 조직의 부착 상태 등의 구조가 자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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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보다 불리하여 세균침투에 의한 염증유발 가능성이 높으므로

제3차 World Workshop에서 제정된 용어로 치주조직의 건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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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지하기 위해서 환자 개개인의 조건에 맞춰진 적절한 간격의

연구방법

정기검진을 통해 치주감염을 조절하는 것으로 임플란트 장기간
의 생존 및 성공에 필수적임을 의미한다. Ramfjord 등[6]의 임

Electronic Medical Record (EMR) 분석내용

상연구를 통해서 유지치주치료가 치주건강에 미치는 중요한 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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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을 확인할 수 있다. 그리고 Rinke 등[7]은 임플란트 식립환자

주과에서 임플란트 식립을 받은 성인 남녀 183명의 임플란트

에서 유지치주치료를 시행하지 않았을 경우 유지치주치료를 시

508개의 진료내역을 EMR을 통해 확인하였다.

행한 경우보다 임플란트 주위염의 발병률이 11배 높아진다고
보고하였다.

진료 기록부로부터 얻어진 정보를 토대로 성별, 연령, 임
플란트 식립 위치(상악/하악, 전방/후방– 오른쪽 견치에서 왼

또한 치주질환으로 인한 자연치의 발거가 원인이 되어 임플

쪽 견치까지를 전방으로 정의), 골유도재생술(guided bone

란트를 식립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치주질환의 병력은 임플

regeneration) 유무, 상악동거상술 유무, 치주소파술을 받은 내

란트 생존율에 중요한 평가 요인이다. Hardt 등[8]의 연구에 의

역을 조사하였다. 그리고 임플란트 수술 후 유지치주치료 여부

하면 파괴적인 치주질환을 가진 환자가 치주가 건강한 환자보

를 조사하고 유지치주치료가 시행되는 경우 시행되는 간격을

다 임플란트 실패율이 2배 이상 높았고, Karoussis 등[9]은 만성

조사하여 규칙적인 것(regular SPT)과 불규칙적인 것(irregular

치주염의 기왕력이 있는 환자의 경우 임플란트 실패율이 증가

SPT)으로 구분하였다.

한다고 보고하였다.
이번 연구의 목적은 전남대학교 치과병원 치주과에서 임플란

임플란트 생존율 분석

트 식립을 받은 환자들의 유지치주치료 실태를 파악하고 유지

임플란트 실패 기준: 임플란트 생존기간은 임플란트 1차 수술

치주치료 여부와 더불어 규칙적인 유지치주치료와 임플란트 생

날짜와 마지막으로 검진을 받은 날짜 사이의 기간을 개월 수로

존율의 상관관계를 알아보기 위함이다. 또한 기존에 치주질환

계산하였다.

의 병력이 있는 환자의 임플란트 생존율을 살펴보고 유지치주

임플란트 실패는 Albrektsson 등[10]의 실패 기준 중 일부 항

치료가 이에 영향을 주는지 알아볼 것이다. 이를 통해 임플란트

목에 의거해서 임상적으로 동요도가 있거나, 임플란트를 제거

식립 후 간과하기 쉬운 지속적인 정기검진의 필요성과 유지치

해야 할 만큼 임플란트 주변에 심한 골손실을 보인 경우를 실패

주치료의 중요성을 알리는데 도움이 되고자 함에 있다.

로 판정하였다.
그리고 임플란트가 제거된 경우 Rosenberg 등[11]의 실패 시

대상 및 방법

기 분류에 따라, stage 1은 임플란트 식립 이후 2차수술을 하기

연구대상

성되기까지의 기간, stage 3은 최종 보철물 완성 후 1년 이내,

까지의 기간, stage 2는 2차 수술과 최종 보철물이 구강 내 완
stage 4는 1년에서 5년 사이, stage 5는 5년 이후의 기간으로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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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하였다.

주과에서 임플란트 식립을 받은 성인 남녀 183명(연령 범위:

유지치주치료: 임플란트 식립 후 스케일링, 치주소파술, 슈퍼

21–91세)의 508개의 임플란트를 대상으로 하였고 임플란트 식

플로스 사용, 클로로헥시딘 같은 화학제제로 가글한 내역이 있

립 수술 이후부터 추적 조사되었다.

는 환자는 유지치주치료를 받았다고 구분하였다.

전남대학교 치과병원에서 임플란트만 식립하고 최종 보철

유지치주치료를 받은 환자 중에서도 매년 1회 이상 유지치주

물을 수복하지 않은 환자는 제외되었으며 발치 후 즉시 임플란

치료를 받으면 치주질환의 진행속도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트를 식립한 환자, 1차ㆍ2차 수술을 동시에 한 환자, 상악동거
상술과 골이식술을 받은 환자는 포함되었다. 이번 연구는 전남

Lindhe와 Nyman[12]의 연구 결과에 따라 임플란트 식립 후 현

대학교 치과병원 생명의학연구윤리심의위원회(Institutional

치료를 받은 환자로 분류하였다. 그리고 과거에 치주치료를 받

Review Board, IRB)의 승인을 받아 진행되었다(IRB no.

은 경험이 있는 환자는 치주질환에 감수성이 높다는 Axelsson

CNUDH-2017-017).

과 Lindhe[13]의 연구 결과에 따라 치주치료를 받은 환자를 조

재까지 매년 1회 이상 병원에 내원한 환자를 규칙적인 유지치주

사하고 규칙적인 유지치주치료를 받고 있는지 확인하였다.
통계처리
기술통계적 분석을 시행하여 연구 집단의 특성을 빈도와 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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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율로 나타내었다. 관찰 기간 중 Kaplan-Meier 생존 분석을

월이었다. 남성은 98명으로 274개의 임플란트가 식립되었고,

시행하여 생존율을 평가하였다. 환자의 성별, 연령, 식립 부위,

여성은 85명으로 234개의 임플란트가 식립되었다. 연령별로 대

치주질환의 병력, 유지치주치료와 임플란트 생존율과의 연관성

상자를 구분하였을 때 60대의 비율(32%)이 가장 높았으며 소

을 알아보기 위해 IBM SPSS Statistics ver. 22.0 software (IBM

구치를 포함한 상하악 구치부에 주로 임플란트가 식립되었다

Co., Armonk, NY, USA)을 이용하여 카이제곱검정으로 분석하

(Table 1).

였으며 p ＜0.05 수준에서 통계학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간주하

임플란트 생존율

였다.

결 과

총 183명의 환자에서 508개의 임플란트가 식립되었고 27개
의 임플란트가 제거되었거나 제거 후 재식립되었다. 총 508개

연구집단의 특성

의 임플란트를 식립한 이후 Kaplan-Meier 생존분석을 통해 누
적 생존율을 계산하였다. 4개월까지 494개가 생존하여 누적 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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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율이 99.4%였고, 9개월까지는 464개가 생존하여 98.0%의 누

주과에서 임플란트 식립을 받은 성인남녀 183명을 대상으로 총

적 생존율을 보였다. 식립 이후 1년부터 4년까지는 377개가 생

508개의 임플란트가 추적 관찰되었다. 임플란트 생존기간은 임

존하여 95.2%의 누적 생존율을, 5년 후 252개가 남아 94.8%의

플란트 1차 수술 이후를 기준으로 최소 0개월에서 최대 102개

누적 생존율을 보였다(Fig. 1).
탈락한 임플란트 27개 중 1차 수술 후 2차 수술 사이인 1기에

Table 1. Description of the study population and implant placed site
Age

Subject

Percentage

20–29

6

3.1

7

30–39

17

5.7

30

40–49

28

14.3

74

50–59

45

22.5

116

60–69

53

32.0

164

70–79

28

17.2

89

6

5.2

28

183

100.0

508

80+

2개의 임플란트가 탈락되었다(Fig. 2).

성별, 연령, 부위에 따른 임플란트 생존율
성별에 따른 임플란트 생존율은 남성은 95.6%, 여성은 93.6%
였다. 연령에 따른 임플란트 생존율은 20대에서 92.9%로 가장
낮게 나타났고 30대와 80세 이상에서 100%로 가장 높게 나타

1.0
0.8

Survival rate

인 3기와 최종보철물 장착 후 1년에서 5년 사이인 4기에는 각각

Number of lost implants

Total

Implant number

서 14개로 가장 많았으며 최종보철물 장착 후 1년까지의 기간

0.6

12.5
10.0
7.5
5.0
2.5
0.0

0.4

1

2

3

4

5

Stage
0.2

Survival function
Censoring

0
0

20

40

60

80

100

Duration (m)

Fig. 1. Cumulative survival rate of implants (0–102 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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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

Fig. 2. Number of failed implants according to stage. Stage 1: the period from implant placement to the second surgery. Stage 2: the period until the second surgery and final prosthesis are completed in the
oral. Stage 3: one year after completion of the final prosthesis. Stage
4: between 1-5 year after completion of the final prosthesis. Stage 5: 5
year after completion of the final prosthes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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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2. Survival rate of implants according to gender, age and operation site (n=508)
State

Variable

Survived

p -value

Survival rate (%)

Lost

Gender

0.328

Male

262

12

95.6

Female

219

15

93.6

Age (y)

0.776

20–29

13

1

92.9

30–39

31

0

100.0

40–49

88

6

93.6

50–59

173

12

93.5

60–69

124

7

94.7

70–79

40

1

97.6

80+

11

0

100.0

Operation site

0.124

Maxillary Anteriors

43

4

91.5

Maxillary Posteriors

204

16

92.7

Mandibular Anteriors

23

0

100.0

Mandibular Posteriors

211

7

96.8

Anteriors: central incisor, lateral incisor, canine, Posteriors: premolar, molar.
Table 4. Survival rate of implants according to regularity of SPT
(n=308)

Table 3. Survival rate of implants according to SPT (n=508)
State
Survived

Lost

Survival rate
(%)

o

299

9

97.1

x

182

18

91.0

SPT

p -value

0.004

SPT: supportive periodontal therapy, o: patients received SPT, x: patients without SPT.

State
Survived

Lost

Survival rate
(%)

Regular

85

2

97.7

Irregular

214

7

96.8

SPT

p -value

0.738

SPT: supportive periodontal therapy.

났다. 식립 위치에 따른 생존율은 하악 전치부는 100%로 가장

(p =0.004) (Table 3). 그리고 유지치주치료를 받은 환자 중 매년

높았고 상악전치부가 91.5%로 가장 낮았다. 성별, 연령, 부위에

1회 이상을 정기적으로 내원한 환자의 생존율은 97.7%였고 비

따른 임플란트 생존율은 모두 통계학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정기적으로 내원한 환자는 96.8%였다. 정기적으로 SPT를 시행

보이지 않았다(Table 2).

한 군과 비정기적으로 시행한 군 간에는 통계학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p =0.738) (Table 4).

유지치주치료 받은 환자에 따른 임플란트 생존율
치주염 병력이 있는 환자에서의 임플란트 생존율
정기성의 유무와 상관없이 유지치주치료(SPT)를 받은 환자
의 임플란트 생존율은 97.1%였고 유지치주치료를 받지 않은 환

치주염 환자의 경우 임플란트 생존율은 93.4%이고 치주염이

자의 생존율은 91.0%로 통계학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

없는 환자는 95.2%였다(Table 5). 규칙적인 유지치주치료를 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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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5. Survival rate of implants according to history of periodontitis (n=508)
State
Survived

Lost

Survival rate
(%)

History of
periodontitis

127

9

93.4

Without history of
periodontitis

354

History

18

95.2

p -value

0.502

Regular SPT

Survival rate
(%)

Survived

Lost

History of
periodontitis

53

0

100.0

Without history of
periodontitis

32

2

94.1

State

History of
periodontitis

Survival rate
p -value
(%)

Survived

Lost

Regular SPT

53

0

100.0

Irregular SPT

74

9

89.2

0.012

SPT: supportive periodontal therapy.

Table 6. Survival rate of implants according to history of periondontitis under regural SPT (n=87)
State

Table 7. Survival rate of implants according to regularity of SPT
among person with history of periodontitis (n=136)

p -value

[10]의 실패 기준 중 일부 항목에 의거해서 임상적으로 동요도
가 있거나, 임플란트를 제거해야 할 만큼 임플란트 주변에 심한
골 소실을 보이는 경우를 실패로 판정하였다. Jung 등[14]은 임
플란트 지지 단일 금관의 5년 생존율을 94.5%로 보고하였다. 이
번 연구에서의 5년 이상 임플란트 생존율은 94.8%로 이와 비슷
하였다. 이번 연구에서는 시기별로 실패한 임플란트를 분석한

0.150

SPT: supportive periodontal therapy.

결과 주로 1차 수술 이후 기능 부하 이전에 임플란트의 실패가
발생했다. 주된 실패의 이유로 골유착의 실패를 들 수 있는데 총
27개 중 14개로 가장 많았다. 기존연구에서 성별, 연령, 식립 부
위가 임플란트의 생존에 영향을 주는지 여부는 명확하게 밝혀
지지 않았지만 이번 연구에서도 통계학적인 유의성은 없었다.

은 환자 중 치주염의 치료를 받은 병력이 있는 환자에서 생존율

Rosling 등[15]의 연구에 의하면 다양한 외과적, 비외과적 치

은 100.0%로 나타났고 치주염 치료를 받은 병력이 없는 환자의

료를 받은 환자에서 치태에 감염된 치열은 치주질환의 재발을

생존율은 94.1%로 나타났다(Table 6). 치주염 환자 중 정기적인

야기하지만 치태가 조절되고 정기적인 유지관리를 받은 치열은

유지치주치료를 받은 환자의 임플란트 생존율은 100.0%였고

수년 동안 안정된 치주상태가 유지될 것이라고 하였다. 그리고

치주염 환자 중 정기적인 유지치주치료를 받지 않은 환자의 임

Axelsson 등[16]은 30년 동안 유지치주치료를 받은 환자의 구

플란트 생존율은 89.2%로 통계학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

강상태를 통해 치태조절에 근거한 유지 프로그램의 효과도 제

다(p =0.012) (Table 7).

시하였다. 이번 연구에서도 이와 비슷하게 유지치주치료를 받
은 환자의 생존율은 97.1%이고 유지치주치료를 받지 않은 환자

고 찰

의 생존율은 91.0%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또한
유지치주치료를 받은 환자 중 매년 1회 이상을 규칙적으로 내원

이번 연구는 2008년 12월부터 2013년 12월까지 전남대학

한 환자의 임플란트 생존율은 97.7%이고 비규칙적으로 내원한

교 치과병원 치주과에서 임플란트를 식립받은 환자들의 유지치

환자의 생존율은 96.8%로 규칙적으로 유지치주치료를 받은 환

주치료 실태를 파악하고 기존에 치주질환의 병력이 있는 환자

자의 생존율이 높았지만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는 보이지 않

의 임플란트 생존율과 유지치주치료가 임플란트 생존율에 미치

았다.

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하여 시행하였다. 임플란트 생존기간은

Hardt 등[8]의 연구에서는 치주질환을 가진 그룹에서 임플

임플란트 1차 수술 이후를 기준으로 최소 0개월에서 최대 102

란트가 상실될 가능성은 그렇지 않은 그룹에 비해 약 2배 높았

개월이었다. 임플란트 5년 생존율은 94.8%였고 유지치주치료

다. 이번 연구에서 치주염 치료를 받은 병력이 있는 환자의 임플

가 임플란트 생존율에 영향을 주었으며 특히 치주염 치료를 받

란트 생존율은 93.4%, 치주염의 병력이 없는 환자의 생존율은

은 병력이 있는 경우 유지치주치료를 함으로써 실패율이 현저

95.2%로 치주염이 없는 환자의 경우가 임플란트 생존율이 높았

히 감소되었다.

지만 통계학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았다. Karoussis 등[9]에 의하

임플란트의 생존율은 어떤 시기에 임플란트를 제거했거나 제

면 치주질환 병력이 있는 환자가 규칙적인 유지치주치료를 받

거하기로 결정하기 전까지 구강 내 남아있는 임플란트의 비율

은 경우 90.5%의 생존율을 보이고 치주질환의 병력이 없는 환

을 의미한다. 이번 연구에서는 임플란트 실패는 Albrektsson 등

자가 규칙적인 유지치주치료를 받은 경우 96.5%의 생존율을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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였다. 이번 연구에서는 치주염의 병력이 있는 환자가 규칙적인
유지치주치료를 받은 경우 임플란트 생존율은 100.0%를 보였
고 치주염의 병력이 없는 환자가 규칙적인 유지치주치료를 받
았을 경우 94.1%로 오히려 치주염의 병력을 가진 환자의 생존

Ha-Na Jeong
https://orcid.org/0000-0003-2642-2052
Ok-Su Kim
https://orcid.org/0000-0001-8528-9314

율이 높게 나타났다. 이러한 상반된 결과가 나온 것은 표본의 수
가 적었던 점과 더불어 치주염 치료를 받은 병력이 있는 환자들
이 규칙적인 유지치주치료의 중요성을 이미 인지하고 있어 치
주건강 유지에 대한 강한 동기부여가 된 점도 영향을 끼칠 수 있
다고 예상된다. Hardt 등[8]에 의하면 치주염의 병력을 가진 환
자에서 유지치주치료가 잘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후기 임플란
트 상실(late implant loss)은 3배 더 높았다. 이번 연구결과도
이와 비슷하게 치주염 치료를 받은 병력이 있는 환자 중 규칙적
인 유지치주치료를 받은 환자의 임플란트 생존율은 100.0%였
고 치주염 치료를 받은 환자 중 규칙적인 유지치주치료를 받지
않은 환자의 생존율은 89.2%로 이는 통계학적으로 유의미하였
다.
이번 연구결과를 통해 유지치주치료가 임플란트 생존율을 높
이는데 기여하였고 특히, 치주염 환자의 경우 규칙적인 유지치
주치료가 더욱 임플란트 생존에 효과적임이 밝혀졌다. 따라서
임플란트 식립 후 규칙적인 검진을 통해 임플란트 식립 치아의
치주조직을 건강하게 유지해야 하며 환자 스스로 구강위생 관
리가 되지 않거나 치주조직이 건강하지 못한 경우에는 구강보
건전문가의 도움이 더욱 필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10,17].
이번 연구의 한계점은 임플란트의 탈락만을 포함시켜 생존
율만을 살펴보았다는 점이다. 또한 Zarb와 Albreksson [18]과
van Steenberghe 등[19]의 연구에 의하면 임플란트의 생존을
평가할 때 임플란트 주위 골의 안정성이 중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임플란트의 생존에 영향을 주게 되므로 이번 연구에
포함시켰어야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 외에 이번 연구에서는
포함되지 않았으나 치주염의 심도에 따라 구분하여 유지치주치
료 소환간격조사, 흡연자와 비흡연자간의 차이 등도 임플란트
생존율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연구가 추가적으
로 필요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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