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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mparison of marginal bone loss of dental implants and adjacent teeth 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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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is study aimed to investigate the factors that affect marginal bone loss after the prosthesis delivery of a dental implant with an
internal conical connection and a sandblasted, large-grit, acid-etched surface and to compare and investigate the marginal bone loss of
dental implants and adjacent teeth in the same interproximal unit. Radiographic measurements using panoramic radiographic images
obtained at 1 year and final follow-up (minimum 2 years) were performed to measure the marginal bone loss of the dental implant and
adjacent teeth and the distance between them. The arch in which the dental implants were placed significantly affected the marginal
bone loss of dental implants at the final follow-up (maxilla>mandible, p <0.05). At each period, the dental implants showed significantly
less marginal bone loss (p <0.05) than adjacent teeth. Dental implants placed >4 mm away from adjacent teeth showed significantly less
marginal bone loss (p <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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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troduction

연구결과가 존재한다[1].
치과용 임플란트는 골 내에 식립된 후 표면으로의 골성장을

치과용 임플란트가 소개된 이래로, 임플란트를 이용한 부분

통한 골융합 과정을 거치게 되며, 골융합이 일어난 후에는 보철

혹은 완전 무치악의 처치는 널리 시행되고 있으며, 최근 수십 년

수복을 통해 기능하게 된다[2]. 보철적 수복 후 기능에 들어간

간 이뤄진 치과용 임플란트의 거시적, 미시적 구조의 발전은 치

임플란트는 첫해에 0.9 mm에서 1.6 mm 정도의 변연골 소실

과용 임플란트 사용의 성공률 및 예지성을 향상시켰다. 단일치

을, 이후 매년 0.05 mm에서 0.13 mm 정도의 변연골 소실을 보

관 고정성 보철물을 이용하여 수복된 임플란트의 5년 생존율은

이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Albrektsson 등[3]과 Oh 등[4], Smith

97.2%에 달하고 있으며, 10년 생존율 역시 95.2%에 달한다는

와 Zarb [5]는 임플란트의 성공을 임플란트 기능 1년 후 연간 골

Received February 12, 2022; Revised [1] February 22, 2022; [2] March 15, 2022; Accepted March 15, 2022
*Corresponding author: Seong-Nyum Jeong, Department of Periodontology, Wonkwang University Daejeon Dental Hospital, Wonkwang
University College of Dentistry, 77 Dunsan-ro, Seo-gu, Daejeon 35233, Republic of Korea.
Tel: +82-42-366-1141, Fax: +82-42-366-1115, E-mail: seongnyum@wonkwang.ac.kr
Copyright © 2022, Oral Biology Research Institute

42

Do-Hyung Kim, et al.

소실 0.2 mm 이하로 정의하였다. 임플란트 식립 후 초기에 나

연구대상

타나는 변연골 소실은 대부분 골의 재형성 및 생물학적 폭경 확
립 과정에서 나타나는 현상으로 여겨진다. 임플란트의 변연골

2015년 1월부터 2017년 2월까지 치주과에서 원추형 내부 연

소실을 연구한 과거 연구들은 평활한 표면 및 외부 육각 연결방

결방식 및 SLA 표면을 가진 임플란트인 TSIII (Osstem, Seoul,

식(external hex connection)을 가진 임플란트를 대상으로 포

Korea) 혹은 Superline (Dentium, Seoul, Korea) 식립 수술 환

함하였으나, 현재는 거친 표면의 원추형 내부 연결방식(internal

자 264명을 대상으로 하였다. 후향적 연구를 시작하기에 앞서

conical connection)의 임플란트가 흔히 사용되고, 임플란트 고

G*power 3.1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필요한 샘플 수를 산정하였

정체 상부 직경보다 작은 직경을 가진 지대주를 사용하는 “플랫

는데, 독립된 두 군의 평균값을 T 검정으로 비교한다고 가정하

폼 스위칭” 방법 또한 사용되고 있다[6,7]. 임플란트 식립 후 발

고 효과크기 0.5, 유의수준 0.05, 베타 오류 0.2, 검정력 80%를

생하는 변연골 소실은 보철물의 종류와 체결 방법, 식립 위치,

만족시키는 최소의 샘플수인 64개 이상의 임플란트와 자연치를

임플란트의 미시적, 거시적 구조, 치관/임플란트 비 및 임플란트

연구대상에 포함하고자 하였다.

주위염이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8-10].

모든 연구대상은 초진 시 중등도 이상의 치주염에 이환되어

임플란트와 인접한 자연치의 변연골 소실 역시 관심의 대상

있었고 치주질환 원인으로 치아를 발거하였으며, 임플란트 식

이 되어왔으며, 논란의 대상이 되어오고 있다. 몇몇 연구에서는

립 최소 2개월 전까지 발치 및 잔존치아의 치주치료를 완료하여

자연치에 비해 임플란트에서 변연골 소실이 더 큰 경향을 보인

발치와 인접한 자연치아의 치주낭이 3 mm 이하이고 출혈, 발

다고 보고하고 있으나[11-13], 또 다른 연구에서는 치과용 임

적 등의 염증증상이 없는 상태에서 식립 수술을 진행하였다. 참

플란트와 치아에서의 변연골 소실이 유사한 정도로 나타난다

여기준으로는 임플란트 보철 완료 직후 촬영된 파노라마 방사

고 보고하였다[14,15]. 또한, 임플란트와 인접치 사이의 거리가

선 사진이 존재하고, 이후 임플란트 지지 보철물이 1년 및 2년

각각의 변연골 소실에 큰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 결과와 임플란

이상 기능한 후 촬영된 파노라마 방사선 사진이 각각 존재하는

트와 인접치 사이의 거리와는 무관하게 각 임플란트와 치아에

환자, 임플란트 식립 후 2-unit 이하의 임플란트 지지 고정성 보

서 위치 특이적으로 변연골 소실이 일어난다는 상반된 보고들

철물로 근심 또는 원심에 인접치아가 있는 환자, 만 19세 이상

이 있다[14-16]. 임플란트와 자연치의 변연골 소실을 비교한 선

의 성인 환자, 술 후 정기적으로 유지치주치료에 참여한 환자를

행연구들이 대부분 같은 환자, 또는 서로 같은 분악 내에 있는

포함하였다. 당뇨병 환자는 조절되는 환자여도 제외하였으며

치아의 변연골 소실을 측정한 연구들이었고, 같은 세균 요인이

(n=25), 즉시 식립 환자(n=21), 임플란트 지지 3치관 이상 다치

작용한다고 가정할 수 있는 서로 인접한(same inter-proximal

관 고정성 보철물(n=57), 임플란트 지지/유지형 가철성 보철을

unit) 임플란트와 자연치 사이의 변연골의 변화를 임플란트 측

장착한 환자(n=13), 정기 검사일에 내원하지 않거나 임플란트

과 자연치 측으로 구분하여 직접적으로 비교한 연구는 상대적

보철 후 2년 미만으로 내원한 순응도가 나쁜 환자(n=32), 2년

으로 많지 않다. 특히 국내에서 제조되어 현재 흔히 사용되고 있

이상 내원하였지만, 임플란트 보철 직후 파노라마 방사선 사진

는 임플란트를 대상으로 한 연구가 부족하여 추가적 자료가 필

과 임플란트 기능 후 1년 및 2년 이상 파노라마 방사선 사진 중

요한 상황이라고 하겠다.

하나라도 존재하지 않는 환자(n=17), 파노라마 사진 중에서 인

따라서 이번 연구의 목적은 1) 최소 2년 이상 기능한 원추형

접치아의 cemento-enamel junction (CEJ)과 변연골 위치 파악

내부 연결방식 및 sandblasted, large-grit, acid etched (SLA)

이 난해한 방사선 사진을 가진 환자(n=21)는 연구 대상에서 제

표면을 가진 국내생산 치과용 임플란트에서의 변연골 소실과

외하였다.

연관이 있는 요소를 찾고, 2) 서로 인접한 자연치와 치과용 임플

상기 조건을 만족하는 78명 환자의 125개 임플란트를 대상으

란트 사이의 변연골에서 골소실 양을 측정하여 비교하고, 3) 치

로 방사선학적 계측(변연골 소실량, 치과용 임플란트-자연치 간

아의 근 원심 위치와 임플란트와의 거리에 따른 소실량을 비교

거리)을 시행하였으며, 치과용 임플란트의 골 소실에 영향을 미

분석하는 것이다.

칠 수 있는 요소로 연령, 성별, 치과용 임플란트 식립악궁(상/하
악), 식립 위치(대구치/소구치/전치), 추적관찰 기간, 임플란트

Materials and Methods
이번 연구는 후향적 조사연구로 연구 설계 단계에서 원광대
학교 대전치과병원 임상시험윤리위원회의 심의를 통과하였다

변연골 소실(근심/원심/평균), 인접자연치의 임플란트 인접면
골소실, 임플란트-자연치 간 거리, 임플란트 주위염 유무, 임플
란트 제조사, 직경, 길이 및 골이식 여부를 환자기록조회를 통해
조사하였다(Fig. 1).

(IRB no. W2001/00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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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술 및 유지치료 과정

방사선학적 평가

임플란트 식립 수술은 1:100,000 epinephrine 함유 2% HCl

임플란트 식립 및 보철물을 체결한 직후 촬영한 최초 파노라

lidocaine를 이용한 국소 마취 하에 시행되었다. 국소 마취 후

마 방사선 사진과 기능 후 1년 시점과 최소 24개월 이상의 추적

전층 판막이 거상 되었으며, 골 상방 연조직 및 육아조직을 제거

관찰 기간 중 가장 최근에 촬영한 파노라마 방사선 사진을 이용

한 후 치과용 임플란트 종류에 따라 각 제조사의 지시에 맞추어

하여 임플란트 및 인접한 자연치의 변연골 소실을 계측하였다.

이뤄졌다. 필요한 경우 이종골 유래 골이식재(The graft; Purgo,

모든 파노라마 방사선 사진은 동일한 파노라마 방사선 촬영 시

Seongnam, Korea), 흡수성 콜라겐 차폐막(Lyoplant; B.Braun,

스템(PaX-i; Vatech, Seoul, Korea)으로 촬영되었으며, 방사선

Melsungen, Germany)을 사용한 골유도재생술 혹은 상악동 거

사진 촬영 후 영상정보 프로그램(INFINITT; Infinitt Health-

상술을 임플란트 식립 전 혹은 동시에 시행하였다. 봉합은 비흡

care, Seoul, Korea)을 이용하여 계측되었다. 임플란트와 인접

수성 나일론 단일사를 이용한 단순단속봉합 혹은 누상봉합을

자연치의 골 소실을 비교하기 위해 Cecchinato 등[16]의 정의

통해 이뤄졌고 술 후 진통제와 항생제가 5일에서 7일 간 처방되

에 따라 임플란트의 치아 인접면 및 인접치아의 임플란트 인접

었다. 발사는 술 후 10–14일 시점에서 시행되었고, 2차 수술은

면을 하나의 Inter-proximal unit (IPU)로 정의하였다. 계측점

약 4–6개월 시점에서 시행되었다. 임플란트 상부 보철물은 보

은 고정체-지대주 계면(implant platform, IP), 치아의 백악법

철과에서 진행하였으며. 보철 후 첫 1년은 3개월 간격으로, 이

랑경계(CEJ) 혹은 수복물 변연이 포함되었고, 변연골 수준과 골

후에는 환자의 구강위생관리 능력에 따라 3–6달 간격으로 치주

변화량을 측정하기 위한 기준점으로 임플란트의 경우는 임플란

과에서 유지치료가 시행되었다.

트-골접촉 계면의 가장 치관 쪽 지점(bone-to-implant contact, BIC)이 인접치아의 경우는 정상적인 치주인대강 폭을 유
지하는 치조백선의 가장 치관 쪽 끝지점에서 치아 장축에 수직
선을 그어 치근과 만나는 지점(alveolar crest, AC)이 포함되었
다. 따라서 변연골 수준은 치과용 임플란트의 경우 고정체-지대

Implants placed between 2015-2016 in Periodontal department
Adult patients over 19
Internal conical connection
Sandblasted, large-grit, acid-etched (SLA) surface
Korean brands (TSIII , Superline )
Patients who cooperate with maintenance therapy
Patients with panoramic radiograph at loading, 1 year, >2 year
Total patients/implants: 264/412

주 계면과 BIC 사이의 거리(IP-BIC)로, 치아의 경우 백악법랑경
계나 수복물 변연에서부터 가장 치관측에 위치한 치조골(CEJAC) 사이의 거리로 측정되었다(Fig. 2). 임플란트와 치아의 수
평거리는 고정체-지대주 계면에서 임플란트 축에 수직을 이루
는 선을 그어 인접치와의 거리를 측정하였다. 모든 계측은 각 시
점 별 파노라마 사진을 300%로 확대하여 1/100 mm 수준까지

Missing radiograph
Multiple resoration (>3 unit)
Poor compliance
Excluded patients/implants: 186/287

계측되었다. 이미 알고 있는 임플란트의 길이와 직경을 이용하
여 방사선 사진의 각도나 상층의 변화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차
이를 보정하는 값(correction factor)을 산출하였고 이 보정율을

Implants restored with single crown
Implants restored with splinted crown (<2 unit)
Included patients/implants: 78/125

측정치에 적용하여 데이터의 표준화를 시도하였다. 추가적으로
치근의 길이나 수복물의 길이를 표준화를 위한 보정값 산출에
이용하였다. 방사선 사진 계측은 두 명의 연구자가, 통계 분석은

T0 (baseline after restoration delivery)
Initial panoramic radiograph taking
Patients and implant characteristics taking

T1 (1 year follow up after loading)
Panoramic radiograph taking
Measurement of marginal bone loss compared to baseline
Measurement of implant-adjacent teeth distance

한 명의 연구자가 시행하였다. 무작위로 10개의 견본을 선정하
여 측정한 연구자 내 일치도는 0.95였다(p ＜0.05).

통계적 분석
통계분석을 시행하기 위해 SPSS Ver. 18 (SPSS Inc., Chicago, IL, USA) 프로그램을 사용하였다. 임플란트의 변연골 소

T2 (last follow up after loading)
Panoramic radiograph taking
Measurement of marginal bone loss compared to baseline

Fig. 1. Flow chart of patient recruitment and study desig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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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과 임상 변수들 간의 연관성을 알아보기 위해 표본 수가 30개
를 넘거나 표본이 정규분포를 따르는 경우 independent t-test
를 시행하였고, 정규분포를 따르지 않을 경우 Kruskal-Wallis

Do-Hyung Kim, et al.
Table 1. Patient and dental implant characteristics
Patient/implant characteristics
Age (y)
Sex
Male
Female
Location
Maxilla
Mandible
Tooth type
Molar
Premolar
Incisor
Manufacturer
Superline
TSIII
Bone graft
Yes
No

J

CE

BL

M
IP

L

MB

IT-D

AC
BIC

Fig. 2. Measurement of radiographic marginal bone level and distance between dental implant and teeth. AC, alveolar crest; BIC,
bone-to-implant contact; CEJ, cemento-enamel junction; IP, implant
platform; IT-D, implant-teeth distance; MBL, marginal bone loss.

test를 시행하였다. 임플란트의 골소실과 인접한 자연치의 골소

Value
54.6±7.2
40
38
68
57
91
23
11
50
75
96
29

Values are presented as mean±standard deviation or number only.

실의 연관성 및 자연치 거리와의 연관성을 알아보기 위해서는
Bi-variate Pearson correlation analysis가 사용되었다. 모든 분

추적관찰 시점에서는 상악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변연골 소

석에서 통계적 유의성은 p ＜0.05로 설정되었다.

실이 컸다(p ＜0.05).

Results

이 포함되어 있어 Kruskal-Wallis test를 시행하였다. 이때 1년

치아 종류에 따른 분석의 경우, 정규성을 만족하지 못하는 군
및 최종 추적관찰 시점 모두에서 대구치, 소구치, 전치 순서로
연구 기간 내에 TSIII (Osstem) 혹은 Superline (Dentium) 식
립 수술을 받은 환자 231명 중에서 배제기준으로 153명이 탈

골소실 정도가 큰 것으로 도출되었으나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는 않았다(p ＞0.05).

락하였고 참여 기준을 모두 만족시키는 78명 환자의 125개 치

임플란트 제조사에 따른 분석에서 TSIII과 Superline은 각 시

과용 임플란트가 연구에 포함되었으며, 평균 추적관찰 기간은

점에서 골소실의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하지는 않았고(p ＞

33.7개월이었다. 여성은 총 38명, 남성은 총 40명이 포함되었

0.05), 골이식의 여부에 따른 평균 변연골 소실량의 비교 시에도

다. 125개의 치과용 임플란트 중 대구치, 소구치, 전치 위치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는 없었다(p ＞0.05).

식립된 치과용 임플란트는 각각 91개, 23개, 11개였고, 악궁 별

서로 인접한 자연치와 임플란트 사이의 변연골 소실을 비교

로는 상악에 68개, 하악에 57개가 식립되었다(Table 1). 임플란

하였다(Table 3). 임플란트의 평균 변연골 소실량은 1년 시점에

트와 인접치아의 관계를 알아보기 위한 IPU는 총 138개가 연구

서 0.12±0.55 mm, 최종 추적관찰 시점에서 0.33±0.70 mm였

에 포함되었다.

으며, 자연치아는 1년 시점에서 0.36±0.4 mm, 최종 시점에서

임플란트의 변연골 소실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여러 요인들

0.56±0.52 mm였다. 두 시점 모두에서 치과용 임플란트가 자

을 분석하였다(Table 2). 연령의 경우 Pearson 상관 분석 결과

연치아에 비해 유의하게 적은 변연골 소실을 보였다(p ＜0.05),

두 시점에서 모두 치과용 임플란트의 평균 변연골 소실과 유의

자연치의 임플란트에 대한 근원심 위치에 따른 골소실 양을 비

한 연관성을 나타내지 않았다. 성별 간 분석의 각 시점에서 남성

교하였을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Table 4,

이 수치적으로는 더 큰 골 소실을 보였으나 그 차이는 통계적으

p ＞0.05).

로 유의하지 않았다(p ＞0.05). 임플란트가 식립된 악궁 위치에

임플란트와 인접치아 간의 거리에 따른 소실량의 비교 시,

따른 분석에서는 각 시점에서 상악 평균 0.23±0.35 mm, 0.44

치아와 임플란트가 4 mm 이상 떨어져 있는 군의 1년 시점

±0.54 mm의 변연골 소실이 있었으며, 하악에서는 평균 0.01

(p =0.005)과 최종 추적관찰 시점(p =0.032)에서 유의하게 더 적

±0.48 mm, 0.14±0.58 mm의 변연골 소실을 보였다. 두 그룹

은 임플란트 변연골 소실이 관찰되었다(Table 5).

간의 차이는 1년 시점에서는 유의하지 않았으나(p ＞0.05), 최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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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rginal bone loss of implant and teeth
Table 2. Marginal bone loss of dental implant according to various factors
Patient/implant characteristics
Sex
Male
Female
Location
Maxilla
Mandible
Tooth type
Molar
Premolar
Incisor
Manufacturer
Superline
TSIII
Bone graft
Yes
No

1 year

p -value

Final F/U

p -value

0.19±0.41 mm
0.06±0.45 mm

0.126*

0.38±0.57 mm
0.20±0.58 mm

0.082*

0.23±0.35 mm
0.01±0.48 mm

0.008*

0.44±0.54 mm
0.14±0.58 mm

0.003*

1
2
3

0.192†

1
2
3

0.302†

0.08±0.39 mm
0.16±0.45 mm

0.293*

0.22±0.43 mm
0.36±0.65 mm

0.161*

0.13±0.43 mm
0.16±0.42 mm

0.771*

0.29±0.54 mm
0.36±0.66 mm

0.543*

Values are presented as mean±standard deviation or number only.
F/U, follow-up.
*p -values are from Student’s t-test. †p -values are from Kruskal-Wallis test.
Table 3. Marginal bone loss and correlation of dental implant and
adjacent teeth
MBL (mm)

1 year

Final F/U

Coefficient of
correlation

Dental implant
Adjacent teeth
p -value

0.12±0.45
0.36±0.40
<0.001*

0.33±0.70
0.56±0.62
0.002*

0.26
1
0.002†

Values are presented as mean±standard deviation.
MBL, marginal bone loss; F/U, follow-up.
*p -values are from Student’s t-test. †p -values are from Pearson correlation analysis.

Table 4. Marginal bone loss of mesial and distal teeth of dental implant
MBL (mm)

1 year

Final F/U

Mesial teeth
Distal teeth
p -value

0.35±0.43
0.38±0.38
0.702*

0.60±0.38
0.54±0.55
0.722*

Values are presented as mean±standard deviation.
MBL, marginal bone loss; F/U, follow-up.
*p -values are from Student’s t-test.

과, 임플란트는 인접한 자연치에 비해 유의하게 적은 변연골 소

Discussion
이번 연구는 국내에서 제조된 원추형 내부 연결방식의 SLA
치과용 임플란트에 국한하여 임플란트 보철 후에 발생하는 변

실을 나타냈고, 추가적으로 시행한 상관분석에서 임플란트와
인접치면의 변연골 소실은 약하지만 유의한 상관관계를 보였
다. 임플란트에 대한 치아의 근원심 위치에 따른 골소실의 차이
는 없었다.

연골 소실과 연관이 있는 요소를 찾고, 서로 인접한 자연치와 임

여러 선행연구에서는 임플란트가 자연치와 유사한 정도의 변

플란트에서 골소실의 차이가 있는지를 비교하기 위하여 진행되

연골 소실을 보이거나[14,15], 임플란트에서 더 큰 변연골 소실

었다. 대부분의 선행 연구들이 임플란트와 자연치의 골소실을

을 보인다는 결과를 발표하였다[11-13]. 인접한 자연치에 비해

비교할 때 같은 환자 또는 같은 분악 내에 있는 치아와 임플란트

임플란트에서 유의하게 골소실이 적게 발생하였다는 이번 결

로 조건을 한정하였지만[12,14], 이번 연구에서는 조건을 더 강

과는 매우 이례적이다. 선행 연구들이 다양한 표면의 임플란트

화하여, 변연골 소실의 주요 원인인 세균 위험요인이 서로 같다

와 외부 연결방식의 임플란트를 포함한 결과임을 고려할 때, 이

고 가정할 수 있는 서로 인접한 임플란트와 자연치 사이의 골소

번 연구에서 SLA 표면의 내부 연결방식의 임플란트만 연구대상

실만 측정하고 비교하였다는 점에 의의가 있다. 임플란트에 대

에 포함시킨 것이 결과에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이 크다. 관찰기

한 치아의 근원심 위치가 골소실에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평

간이 다른 연구에 비해 더 짧은 것, 적극적인 치주치료가 임플란

가도 다른 연구에서는 거의 다루어 지지 않은 분야이다. 연구결

트 식립 수술 전에 이루어지고 적절한 유지치주치료가 이루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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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o-Hyung Kim, et al.
Table 5. Marginal bone loss according to dental implant-teeth distance
MBL (mm)
Year 1
Implant
Tooth
Final F/U
Implant
Tooth

≤2 mm

p -value

≤3 mm

p -value

≥4 mm

p -value

0.27±0.47 mm
0.30±0.26 mm

0.751

0.19±0.55 mm
0.33±0.34 mm

0.069

–0.01±0.49 mm
0.26±0.27 mm

0.005*

0.44±0.54 mm
0.50±0.46 mm

0.638

0.36±0.72 mm
0.52±0.48 mm

0.118

0.21±0.62 mm
0.46 ±0.30 mm

0.032*

Values are presented as mean±standard deviation.
MBL, marginal bone loss; F/U, follow-up.
*p -values are from Student’s t-test.

져 골소실의 주요 원인 중의 하나인 세균 요인이 최소화된 것 등

았다. 임플란트 상부 보철물의 종류에 따른 변연골 소실을 연구

도 원인으로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이번 연구의 평균 33개월,

한 선행 연구를 보면, 임플란트 유지 가철성 보철물의 경우 5년

최대 48개월 추적관찰 기간은 정기적인 관리를 받는 임플란트

추적관찰에서 평균 1.1 mm의 변연골 소실을 보였고, 비록 유의

에서 변연골 소실이 생기기에는 너무 짧은 기간으로, 임플란트

하지는 않으나 다른 연구에서는 3치 이상 브릿지 보철물의 경우

가 자연치에 비해 더 큰 변연골 소실을 보인 선행 논문들이 10

평균 0.92 mm의 변연골 소실을 보인 반면, 단일치 보철물의 경

년 이상의 추적관찰 기간을 가지고 있어 직접적인 비교는 어려

우 평균 0.58 mm의 변연골 소실을 보였다[21,22]. 다수치 보철

울 것으로 사료된다[12,15].

물의 경우 단일치에 비하여 보철물의 오차가 클 수 있고 이로 인

치과용 임플란트의 경우 기능 첫 해에 1.0 mm에서 1.5 mm
까지의 변연골 소실을 허용하며, 이후에는 연간 0.2 mm 미만

해 발생하는 임플란트-골 계면 응력이 더 큰 변연골 소실을 보
일 수 있다고 선행 연구에서는 밝히고 있었다[21].

의 변연골 소실을 보여야 성공적이라고 평가된다[3-5]. 이번 연

임플란트의 골 소실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를 알아보기 위해

구에서는 약 33개월의 보철 후 1년 및 최종 추적관찰 시 각각 기

본 연구에서는 연령, 성별, 임플란트가 식립된 악궁 위치, 위치,

준에 비해 매우 적은 평균 0.13 mm 및 0.31 mm의 변연골 소

임플란트 제조사, 골이식 여부 등을 변수에 포함시켰는데, 이들

실만을 보였다. 다양한 임플란트 표면처리를 통해 골유착과 초

중 임플란트가 식립된 악궁 위치만이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악

기고정이 향상되었고, Albrektsson 등[8]의 문헌 고찰에 따르

궁 위치의 경우 선행 연구와 유사하게 상악에서 더 큰 변연골 소

면 SLA 표면을 가진 원추형 내부 연결방식의 치과용 임플란트

실 경향을 보였는데, 이는 상악의 골질이 하악에 비해 좋지 않은

가 다른 표면처리 및 외부 연결방식의 임플란트에 비해 훨씬 낮

경향이 크고 Type IV 골질의 분포가 흔하기 때문으로 추측된다

은 정도의 초기 변연골 소실을 보인다고 보고하였다[17,18]. 플

[10,23]. 따라서 상악, 특히 골질이 좋지 않은 곳에 임플란트를

랫폼 스위칭 역시 골소실이 적게 발생한 것과 연관이 있을 수 있

식립하는 경우 수술 당시에 외상을 최소로 하고 발치 후 골질의

다[7,19]. 플랫폼 스위칭은 생물학적 효과와 동시에 역학적으로

회복을 충분히 기다리는 지연 식립의 고려, 임플란트 식립 전과

응력이 집중되는 부위를 임플란트-골 계면에서 멀리 떨어지게

보철 이후 더욱더 철저한 치면세균막 관리가 필요하다고 하겠다.

하는 효과를 보인다고 보고되었다[20]. 이번 연구에서 식립된

임플란트와 치아 사이의 거리에 따른 각각의 골소실의 비교

임플란트는 모두 플랫폼 스위칭이 적용되어 있었으며, 선행 연

에서는 최종 추적관찰 시점에서 Cecchinato 등[16]의 2018년

구에서 플랫폼 스위칭이 적용된 임플란트가 기능 첫해에 평균

연구와 거의 유사한 정도의 거리별 임플란트 및 치아의 변연골

0.36 mm의 변연골 소실을 보인다는 결과한 유사한 정도의 골

소실을 보였으나, 4 mm 이상 거리를 보이는 임플란트-치아 사

소실을 보였다[19].

이에서는 유의하게 임플란트에서 낮은 변연골 소실을 관찰할

임플란트 상부 보철물의 종류도 임플란트 변연골의 소실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번 연구에서는 가철성 상부 보철물 혹

수 있었다. 하지만 이러한 차이는 각 시점에서 0.2 mm 내외 정
도의 적은 차이를 보였다.

은 3치 이상 연결된 고정성 브릿지 보철물을 연구에서 제외하

일반적으로 방사선 계측 연구에는 치근단 방사선 사진이 사

였고 근심 또는 원심에 인접한 자연치아가 있는 단일치아 수복

용된다. 파노라마 방사선 사진은 치근단 방사선 사진에 비해 촬

과 2-unit 임플란트 지지 고정성 보철물을 포함시켰다. 2-unit

영이 간편하고 시간이 적게 드는 장점이 존재하나 종종 정확도

보철물에서 임플란트끼리 인접한 부위의 골소실은 측정에서 제

에 의문이 제기되곤 한다. CEJ가 겹쳐 보이는 경우나 전치부에

외하였고, 자연치에 인접한 쪽의 변연골 수준만 측정단위로 삼

서의 평가는 더욱 어렵다. 이번 연구는 계획 단계에서 표준화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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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근단 방사선 사진을 계측대상으로 정하였으나 정기 검진 과
정에서 치근단 방사선 사진을 촬영하지 못한 경우가 다수 발생
하였고. 계측을 치근단 사진과 파노라마 사진을 오가며 진행할
수는 없어서 모든 자료가 존재하는 파노라마 사진상에서 계측
을 시행하는 것으로 연구계획을 변경하였다. 여러 개의 임플란
트 상태를 한 번의 촬영으로 평가할 수 있고 환자의 불편감을 감
소시킬 수 있다는 이유 등으로 파노라마 사진 촬영이 선호되고
있는 실정은 개선되어야 하겠다. 이번 연구는 파노라마 방사선
사진을 치과용 임플란트 변연골 수준의 평가에 이용하여 비교
한 연구 중에서, 파노라마 방사선 사진과 치근단 방사선 사진이
0.5 mm 이내의 차이를 보인다고 하는 연구 결과를 토대로 진행
하였다[24-26].
이번 연구의 한계 내에서, 서로 인접한 임플란트와 자연치에
서 철저한 유지치료를 시행하였을 때 임플란트 변연골 소실의
위험을 자연치 수준보다 낮출 수 있음을 시사하였고, 이러한 결
과는 관련 국내 연구자료가 부족한 상황에서 큰 의미가 있다. 하
지만 이번 연구는 후향적 연구로 1) 방사선학적 지표만을 가지
고 연구를 진행하여 여러 임상적 지표를 연구에 포함시키지 못
하였고, 2) 방사선학적 골소실을 정확하게 평가하기 위한 표준
화된 평가나 3차원적 평가가 존재하지 않으며 특히 파노라마 방
사선 사진만을 사용한 점, 3) 단독치아 식립과 2-unit 고정성 보
철물을 구분하여 분석하지 못한 점, 4) 평균 33개월에 불과한 추
적 관찰기간, 5) 표준화된 프로토콜의 부재 등의 한계점을 가지
고 있다. 따라서 향후 골이식과 임플란트 식립에 있어 표준화된
프로토콜을 적용하고 3차원적 평가를 동반한 장기적이고 전향
적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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