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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PEN ACCESS

Purpose: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analyze the cumulative survival rate of  dental implants 
installed with guided bone regeneration (GBR), and also elucidate the factors related with the 
survival of  dental implants.
Material and Methods: This retrospective study was conducted on 148 dental implants installed in 
76 patients by one specialist (Y.K.) at the Department of  Periodontology and Implant Center, Seoul 
National University Dental Hospital from 2001 to 2010. The cumulative survival rates were obtained 
by the Kaplan-Meier method. The correlations between various factors and dental implant survival 
were analyzed by using the log-rank test and Cox proportional hazards model. 
Results: Among 148 dental implants installed in 76 patients, 8 implants in 7 patients were lost and 
the cumulative survival rates up to 5-years and 10-years were 97% and 89%, respectively. Gender, 
smoking status and location of  implant were significantly associated with the cumulative survival 
rate of  implants (p < 0.05). Age, history of  hypertension and diabetes were not significantly associated 
with the cumulative survival rate of  implants (p > 0.05).
Conclusion: The dental implants installed with guided bone regeneration is predictable technique 
according to the results of  cumulative survival rate over 10 yea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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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치과용 임플란트는 상실된 치아를 수복할 때 가장 먼저 고려되는 술식 중 하나이다. 1969년 Bräne-

mark에 의해 처음 골융합(osseointegration)의 개념이 소개된 이후 지난 수십 년간 임플란트 관련 술식

에는 큰 진전이 있었다1. 최근의 임플란트의 성공률이 과거에 비해 비약적으로 높아지긴 했지만 여전히 

임플란트를 이용한 치료에서 여러 문제점들이 발견되고 실패한다. 임플란트의 실패를 최소화 하기 위

해서는 실패의 원인이 되는 인자들을 이해하고자 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임플란트가 장기간 안정적이고 양호한 예후를 가지기 위해서는 임플란트 주위에 충분히 많은 골량 뿐 

아니라 양호한 골질을 보이는 골의 확보가 필요하다. 심한 치주질환, 종양으로 인한 조직절제, 외상에 의

한 치아의 상실 등의 경우 치조골이 과도하게 위축되며, 이 경우에는 임플란트 식립에 제한을 받기 때문

에 여러 종류의 치조골 증대술이 필요하다2, 3. 임플란트를 식립하기에 충분하지 못한 수직적 혹은 수평

적 잔존 치조제를 가지는 경우에는 임플란트의 고정체가 완전히 골조직 속에 식립되지 않게 되며, 주위 

연조직의 퇴축이나 적절한 구강관리가 어렵게 되어 임플란트 주위의 감염의 발생가능성이 높아지게 된

다. Nyman 등4은 치주 치료 시에 결손부에 차폐막을 이용한 조직유도재생술(Guided tissue regenera-

tion)을 도입하였다. 6-8주간 창상으로부터 빠른 성장을 보이는 상피와 결합조직의 이동을 차단하면, 

상대적으로 성장속도가 느린, 술자가 원하는 조직이 치아주위 공간으로 채워지게 되는 것이다. 이를 응

용하여 임플란트 치료에 있어서 치조제 증대를 위한 목적으로 골유도재생술(Gudied bone regeneration)

이 도입되어 널리 사용되고 있다5. 골유도재생술은 특정 조직을 배제한다는 점에 있어서는 조직유도재

생술과 유사하나, 단순 골조직만의 재생을 원한다는 점에서 이론적으로 더 간단하다.

국소적인 골 결손부위의 증대를 위해 임플란트 식립 전이나 식립 과정에서 함께 행할 수 있는 여러 방

법들이 소개되었으나, 이러한 술식들 중 골유도재생술이 노출된 임플란트 나사산 부위의 골을 재생하

기 위해 가장 빈번하게 사용되고 있다. 골유도재생술은 초기의 단순한 골 이식술에서 더욱 발전하여 흡

수성 차폐막이나 비흡수성 차폐막을 이용한 성공적인 결과가 보고되었다6. 골유도재생술은 임플란트 

식립 시에 수평적 골결손부의 골증대를 위한 목적으로 사용되었으며7-11, 임플란트 식립 후 열개나 천공

이 보이는 경우12-14, 그리고 심한 치주질환 등으로 인하여 발치와가 매우 크거나 비전형적인 창상치유

를 보이는 경우에서도 성공적으로 사용되었다15-17.

이와 같이 많은 연구들이 골유도재생술에 대해 양호한 결과들을 보여주고 있지만, 골유도재생술을 동

반한 임플란트의 누적 생존율에 대한 연구는 아직 많지 않다. 이 연구에서는 골유도재생술과 함께 시술

된 임플란트의 장기적 누적 생존율을 조사하고 환자의 성별, 나이, 당뇨 또는 고혈압 병력 유무, 흡연, 임

플란트의 직경, 고정체의 길이, 구강 내의 식립 위치, 골이식재 종류, 차폐막 종류 등이 임플란트의 생존

율에 끼치는 영향을 조사하여 향후 임플란트 치료 시 예후판정에 있어서 기반 자료를 제공하고자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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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연구재료 및 방법

1. 연구 대상

2001년부터 2010년까지 서울대학교 치과병원 치주과와 임플란트 진료센터에 내원하여 한 명의 술자

(Y.K.)로부터 골유도재생술과 함께 임플란트 시술을 받은 환자를 대상으로 전산화된 의무기록을 이용

한 후향적 분석연구를 시행하였다. 총 환자 76명, 임플란트 148개를 대상으로 하였고, 이들은 모두 2015

년 9월까지 정기적 유지관리가 진행된 환자, 또는 임플란트 시술일로부터 4년 이상의 추적 조사를 할 수 

있었던 환자였다.

환자의 전산화 의무기록을 이용하여 1) 환자의 성별 및 연령 분포 2) 환자의 전신적인 건강 상태 3) 사

용된 임플란트 직경 및 길이 4) 임플란트의 식립 위치 5) 골유도재생술에 사용된 재료에 대해 조사하였

다. 연구 대상에 대해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성별 및 연령 분포

대상 환자 총 76명 중 남성은 44명(57.89%), 여성은 32명(42.11%)였고, 식립된 임플란트는 남성에서 

84개(56.76%), 여성에서 64개(43.24%)였다.

대상 환자의 연령분포는 19-71세(평균 55.05±10.39세)였고, 노인의 정의에 따라 65세를 기준으로 

하였을 때, 65세 미만에서 115개(77.70%), 노인층인 65세 이상에서 33개(22.30%)였다.

2) 전신건강 상태

전체 76명 중 고혈압의 병력을 가진 환자가 24명(31.58%), 당뇨 병력의 대상자는 9명(11.84%)이었고, 

흡연자는 23명(30.26%)이었다.

3) 임플란트 직경 및 길이

임플란트의 직경은 매식체(fixture)의 직경이 3.75 mm 미만인 경우를 narrow, 3.75 mm 이상, 4.5 mm 

이하인 경우를 regular, 4.5 mm 초과인 경우를 wide로 정의하였고, narrow 21개(14.19%), regular 125개

(84.46%), wide 2개(1.35%)였다. 임플란트의 길이는 10 mm 미만과 10 mm 이상으로 구분하였으며 10 

mm 미만이 4개(2.70%), 10 mm 이상이 144개(97.30%)였다.

4) 임플란트 식립 위치별 분포

총 148개의 임플란트 중에서 상악에 94개(63.31%), 하악에 54개(36.47%)가 식립되었으며, 전치부(38

개, 25.68%)보다 구치부(110개, 74.32%)에 더 많이 식립되었고, 가장 많이 식립된 부위는 대구치 부위

(61개, 41.22%)였다(Tabl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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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골유도재생술에 사용된 재료

148개의 임플란트 중 흡수성 차폐막인 Bio-Gide® (Geistlich Pharma., Wolhusen, Switzerland)를 사

용한 경우가 65개(43.92%), 비흡수성 차폐막인 TefGen® (Lifecore Biomedical, MN, USA)과 Tef-

Gen-Plus® (Lifecore Biomedical, MN, USA)를 사용한 경우가 각각 80개(54.05%), 3개(2.03%)였다.

골이식재는 자가골이나 두 종류의 이종골 중 하나를 사용하였다. 자가골을 사용한 임플란트는 3개

(2.03%)였고, Bio-Oss® (Geistlich Pharma., Wolhusen, Switzerland)와 OCS-B® (NIBEC, Chungbuk, 

Korea)를 사용한 임플란트가 각각 46개(31.08%), 99개(66.89%)였다.

2. 연구 방법

본 연구는 서울대학교 치의학대학원 의학연구윤리심의위원회의 심의(IRB. S-D20150023)를 통과

하였다.

1) 임플란트 수술

 임플란트 수술은 치주과 전문의가 임플란트 진료센터와 치주과에서 통상적인 국소마취 하에 1단계

(1 stage) 또는 2단계(2 stage)로 시행하였으며, 매식체가 골에 식립된 시점을 식립시기로 하였다.

2) 평가 방법

① 생존율 평가

생존율 평가는 Buser 등18과 Cochran 등19이 언급한 평가 기준을 따랐으며, 다음과 같다.

가. 통증, 이물감, 이상 감각증 등의 지속적인 불편감이 없을 것

나. 배농 등 임플란트 주위 감염 증상이 지속적이지 않고, 재발하지 않을 것

다. 임상적으로 임플란트의 동요도가 없을 것

라. 임플란트 주위에 방사선 투과상이 없으며, 빠른 속도로 진행되는 치조골의 소실이 없을 것

또한 임플란트 식립일부터 실패일 또는 마지막 검진일까지의 임플란트 식립 후의 생존기간을 계산하

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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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uk-Hyun Jung et al. : Long-term Retrospective Study on Cumulative Survival Rate of Implants with Guided Bone Regeneration. Implantology 2018

Incisor Canine Premolar Molar Total

Maxilla 17
(11.49%)

13
(8.78%)

34
(22.97%)

30
(20.27)

94
(63.51%)

Mandible 7
(4.73%)

1
(0.68%)

15
(10.14%)

31
(20.95%)

54
(36.49%)

Total 24
(16.22%)

14
(9.46%)

49
(33.11%)

61
(41.22%)

148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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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평가 인자

평가 인자로는 환자들의 의무기록으로부터 임플란트 식립 당시 성별, 나이, 고혈압, 당뇨 병력 유무, 

흡연, 임플란트의 종류, 직경, 길이, 구강 내 식립 위치, 골이식재 및 차폐막의 종류에 관한 자료를 수집

하고 정리하였다.

3) 통계학적 분석 

① 누적 생존율

148개의 임플란트에 대하여 누적 생존율(cumulative survival rates)을 life table method를 이용하여 

조사하였다.

② 요인 분석

임플란트의 누적 생존율에 미치는 요인을 찾아내기 위하여 예후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추정되는 인

자들을 아래와 같이 3개의 범주로 나누어 분석하였다.

가. 골유도재생술 관련 요인: 골이식재 종류, 차폐막 종류

나. 숙주 관련 요인: 성별, 나이, 고혈압, 당뇨 병력 유무, 흡연

다. 임플란트와 관련된 요인: 고정체 종류, 직경, 길이, 식립 위치

각 인자에 따른 임플란트의 누적 생존율을 Kaplan-Meier 생존 분석법에 의해 조사하였으며, 누적 생

존율에 미치는 인자간의 영향 차이는 로그순위 검정법(Log-rank test)을 이용하여 통계적으로 검정을 

시행하였다. 이 중 임플란트의 누적 생존율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난 인자들을 선별하여 

Kaplan-Meier 곡선으로 표현하였고, 특정 위험 요인에 노출될 경우 임플란트가 실패될 가능성이 어떠

한가를 수치로 표현하기 위해 위험비를 계산하였다. 또한, 누적 생존율에 영향을 주는 제3의 교란요인

을 반영하고 이들의 영향력을 검정하기 위해 선정한 위험요인에 대해 Cox 비례위험모형(Cox propor-

tional hazard model)을 이용하여 다변수 분석을 실시하였다.

모든 통계처리는 IBM SPSS Statistics 23 for Windows (SPSS Inc., Illinois, USA) 프로그램을 이용하

고 유의수준 5% 이하를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하였다.

Ⅲ. 연구결과

1. 누적 생존율

76명의 환자에게 식립된 총 148개의 임플란트의 평균 관찰기간은 72.85±21.77개월이었고, 총 148개 

중 140개가 생존하였다(94.59%). 5년, 10년 누적 생존율은 각각 97%, 89%였다(Table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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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위험요인 분석

1) 골유도재생술 관련 요인에 따른 누적 생존율

골이식재의 종류에 따른 누적 생존율은 자가골 이식 100%, Bio-Oss 93.48%, OCS-B 94.95%로 나타

나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p = 0.720)(Table 3). 차폐막의 종류에 따른 누적 생존율을 보면 Bio-

Gide 90.77%, TefGen 97.50%, TefGen Plus 100%로 Bio-Gide가 가장 낮은 누적 생존율을 나타냈지만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는 않았다(p = 0.154).

Table 2. Cumulative survival rate of implants depicted as the life table

Suk-Hyun Jung et al. : Long-term Retrospective Study on Cumulative Survival Rate of Implants with Guided Bone Regeneration. Implantology 2018

Time Period 
(Year)

No. of 
implants

No. of
Implants failed

Implants
Failed (%)

Cumulative
Survival rates (%)

0-1 148 1 0.68 99
1-2 147 2 1.35 98
2-3 145 1 0.68 97
3-4 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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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able 3. Cumulative survival rate according to GBR-related factors

† P-value for Log-rank test

Implants  
installed

Implants failed
 (%)

CSR
(%) P-value† Odds

ratio

Graft material
OCS-B 99 5 (5.05) 94.95 0.720 1.00
Bio-Oss 46 3 (6.52) 93.48 0.52
Autogenous 3 0 (0.00) 100 < 0.001

Membrane
Bio-Gide 65 6 (9.23) 90.77 0.154 1.00
TefGen 80 2 (2.50) 97.50 0.23
TefGen-Plus 3 0 (0.00) 100 < 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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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숙주 관련 요인에 따른 누적 생존율

나이에 따른 누적 생존율은 65세 미만 환자군에서 93.91%, 65세 이상 환자군에서 96.97%로 나타났

고, 두 군 사이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는 없었다(p = 0.842)(Table 4). 성별에 따른 누적 생존율은 남

성 90.48%, 여성 100%로 여성에서 더 높았고, 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p = 0.015)(Fig. 1).

Table 4. Cumulative survival rate according to host-related factors

† P-value for Log-rank test

Implants  
installed

Implants failed
 (%)

CSR
(%) P-value† Odds

ratio

Age
< 65 115 7 (4.73) 93.91% 0.842 1.00
≥ 65 33 1 (0.68) 96.97% 1.95

Gender
Male 84 8 (5.41) 90.48% 0.015 1.00
Female 64 0 (0.00) 100.00% < 0.001

Hypertension
Hypertension 48 4 (2.70) 91.67% 0.162 1.00
Non-hypertension 100 4 (2.70) 96.00% 5.50

Diabetes
Diabetes 24 0 (0.00) 100.00% 0.247 < 0.001
Non-diabetes 124 8 (5.41) 93.55% 1.00

Smoking
Smoker 45 7 (4.73) 84.44% 0.001 11.07
Non-smoker 103 1 (0.68) 99.03%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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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 Kaplan-Meier curves for implant survival, by gend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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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혈압의 병력을 가지는 환자들의 누적 생존율은 96%였고, 고혈압 병력을 가지지 않는 환자의 경우

는 91.67%로 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p = 0.162). 당뇨 병력을 가지는 환자의 누

적 생존율은 93.55%, 당뇨 병력이 없는 환자는 100%였고,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는 없었다(p = 0.247). 

비흡연자 군의 누적 생존율은 99.03%, 흡연자 군의 누적 생존율은 84.44%로 큰 차이를 보였고, 둘 사이

에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p = 0.001)(Fig. 2).

3) 임플란트 고정체와 관련된 요인에 따른 누적 생존율

임플란트 고정체의 직경에 따른 누적 생존율은 narrow 100%, regular 93.60%, wide 100%로 통계적

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p = 0.517)(Table 5). 임플란트의 길이에 따른 누적 생존율은 10 mm 

미만이 100%, 10 mm 이상이 94.44%로 나타나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p = 0.263).

식립된 임플란트의 구강 내 위치에 따른 누적 생존율은 상악 91.49%, 하악 100%로 하악에서 더 높았

고,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p = 0.037)(Fig. 3). 전치부와 구치부로 나누어 보았을 때 전치부 

임플란트의 누적 생존율은 97.37%, 구치부 임플란트는 93.63%로 나타났고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p = 0.342).

Fig. 2. Kaplan-Meier curves for implant survival by smoking stat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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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누적 생존율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앞선 분석을 통하여 임플란트의 누적 생존율에 영향을 미치게 되는 요인으로 성별, 흡연, 식립된 위치

를 유의한 인자로 선별한 후 Cox 비례위험모형을 이용하여 다변수 분석을 시행하였으며, 그 결과는 다

음과 같다(Table 6).

Table 5. Cumulative survival rate according to implant-related factors

† P-value for Log-rank test

Implants  
installed

Implants failed
 (%)

CSR
(%) P-value† Odds

ratio

Diameter
Narrow (< 3.75mm) 21 0 (0.00%) 100.00% 0.517 < 0.001
Regular (3.75-4.5mm) 125 8 (5.41%) 93.60% 1.00
Wide (>4.5mm) 2 0 (0.00%) 100.00% < 0.001

Length
< 10mm 4 0 (0.00%) 100.00% 0.263 < 0.001
≥ 10mm 144 8 (5.41%) 94.44% 1.00

Location
Maxilla 94 8 (5.41%) 91.49% 0.575 1.00
Mandible 54 0 (0.00%) 100.00% < 0.001
Anterior 38 1 (0.68%) 97.37% 0.342 1.00
Posterior 110 7 (4.73%) 93.64% 2.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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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 Kaplan-Meier curves for implant survival by loc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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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총괄 및 고찰

본 연구는 후향적으로 수행된 연구로 2001년부터 2010년 사이에 76명의 환자에게 골유도재생술과 

함께 식립된 148개의 임플란트의 누적 생존율과 관련된 장기적인 추적 조사였다. 평균 관찰기간 72.85

개월 동안 7명의 환자에서 총 8개의 임플란트가 실패하여 140개의 임플란트가 생존하였다. 전체 임플

란트의 5년, 10년 누적 생존율은 각각 97%, 89%였다. 골유도재생술을 동반한 임플란트의 누적 생존율

에 관한 기존의 연구들20-22에서 5년 누적 생존율은 93-98.3%로 본 연구 결과와 유사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임플란트의 예후에 영향을 미치는 여러 요소 중 골유도재생술관련 요인(GBR-related 

factor), 숙주관련 요인(host-related factor) 그리고 임플란트와 관련된 요인(implant-related factor)을 

중심으로 생존율 평가를 시행하였다. 평가 요소와 생존율 사이에 통계학적으로 유의한 관계를 보이는 

인자가 있었으며, 이는 이전 발표된 문헌의 결과와도 유사하였다.

골유도재생술 관련 요인 중 골이식재의 종류에 따른 누적 생존율은 자가골 이식이 100%, Bio-Oss를 

이용한 경우 93.48%, OCS-B를 이용한 경우가 94.95%로 나타나 통계학적으로 유의할 만한 영향을 주

지 않았다(p = 0.720). 다만 자가골 이식을 시행한 임플란트의 증례 수가 3건으로 적은 편이었기에 골이

식재의 종류에 따른 누적 생존율을 객관적으로 비교하기에 부적절하다고 보았다.

비흡수성 차폐막은 초창기 골유도재생술에서 성공적인 결과를 보여 이 술식의 표준 차폐막으로 간주

되었으나23, 차폐막의 제거를 위한 이차 수술이 필요하다는 점과 차폐막 노출시에 세균감염을 일으킬 수 

있다는 점이 큰 단점으로 지적되었다24. 이러한 문제점을 극복하고자 생분해성인 흡수성 차폐막을 사용

하게 되었으나, 골형성이 충분히 이루어지기 전에 분해될 수 있고, 염증과 관련이 있을 수 있어 본 연구에

서와 같이 흡수성 차폐막을 사용한 경우에 좀 더 낮은 생존율을 보였으나, 통계학적인 유의성이 나타나

지 않았다. 이는 흡수성 및 비흡수성 차폐막 간에 유의한 차이가 없다는 연구결과와 일치하는 결과였다25.

Table 6. Multivariate analysis for survival of dental implants

* Confidence Interval
† P-value for Cox proportional hazard model

Hazard ratio 95% CI * P-value †

Gender
Male 2.16 0.17 - 27.14 0.550
Female 1.00
Smoking

Smoker 4.48 0.66 - 30.62 0.126
Non-smoker 1.00

Location
Maxilla 3.10 0.38 - 25.55 0.293
Mandible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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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플란트 치료는 다른 치과 치료에 비해 비교적 높은 연령의 환자를 대상으로 치료하기 때문에 65세

를 기준으로 65세 이상 노인 인구와 65세 미만 비노인 인구에서 생존율의 차이가 있는지를 보았다. 노

인 인구의 임플란트 누적 생존율이 약간 더 높은 것으로 나왔으나 통계학적인 유의성은 없었다. 이는 연

령이 임플란트 누적 생존율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기존 연구와 일치하는 결과를 보였다26.

성별과 흡연 여부는 임플란트 생존율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나타났다. 남성이 여성보다, 흡연자

가 비흡연자보다 누적 생존율이 낮았다. 남성이 여성보다 낮은 임플란트 생존율을 보이는 것은 Schwartz 

등27이 언급한 바와 같이 남자들에서 보이는 강한 교합력에 의한 과부하로 인한 치조정의 골 흡수, 임플

란트 골융합의 손상, 수복물의 파손, 임플란트 연결부 파절 등에 의한 것으로 생각된다. 여러 연구에서 

흡연자가 비흡연자에 비해 임플란트의 장기적 생존율이 낮다고 보고되고 있다28.

Moy 등29은 임플란트의 실패율이 고혈압 병력과 연관성이 없고, 당뇨 병력과 연관성을 보인다고 발

표했는데, 본 연구에서도 고혈압 병력을 가진 환자의 누적 생존율은 고혈압 병력이 없는 환자보다 낮았

지만 통계적 유의성을 보이지 않아 Moy 등의 연구와 일치하는 결과를 보였다. 반면에, 당뇨 병력이 있

는 환자의 누적 생존율은 당뇨 병력이 없는 환자보다 다소 높게 나타났지만 역시 통계적 유의성은 없어 

앞선 연구와 상반되는 결과를 보였다. 이는 본 연구의 당뇨 병력이 있는 환자들이 대부분 조절성 당뇨의 

상태였기 때문으로 보인다. 일반적으로 당뇨는 임플란트의 예후에 좋지 않은 영향을 끼친다고 알려져 

있으나, 혈당이 조절되고 있는 경우 정상인과 유의한 차이가 없기 때문이다30.

임플란트의 직경에 따른 누적 생존율은 narrow 직경 임플란트와 wide 직경 임플란트가 regular 직경 

임플란트에 비해 높게 나타났으나 통계학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이는 임플란트의 직경

과 임플란트의 실패 사이에는 연관성이 없다는 Friberg 등31의 연구결과와 일치하지만, 일부 연구32, 33에

서는 직경이 큰 임플란트가 표준 임플란트에 비해 골과 접촉하는 표면적이 커져 안정성이 증대된다는 

결과를 보이기도 했다. 최근의 연구34에서는 일부 wide 직경 임플란트의 실패율이 높게 나타났지만 이

는 regular 직경 임플란트의 초기 고정이 부족할 시에 wide 직경 임플란트로 대체하는 점과, 좋지 않은 

골질, 임플란트 식립 부위 등과 같이 다른 요인과 관련된 것으로 보이며 임플란트 직경과 생존율 사이에 

직접적 상관관계가 없다는 보고가 있다. 임플란트의 길이에 따른 누적 생존율은 10 mm 미만과 10 mm 

이상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할만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임플란트의 길이와 누적 생존율에 관한 최근

의 연구35, 36에서는 8 mm와 10 mm 임플란트 간에 유의할만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고, 8 mm 미만의 경

우 8 mm 이상의 임플란트에 비해 실패 위험도가 증가하는 결과를 보였다.

식립된 위치에 따른 임플란트의 생존율은 여러 문헌을 고찰하였을 때 상악이 하악보다, 그리고 구치부

가 전치부보다 임플란트의 실패율이 높으며, 하악의 전치부 실패율이 가장 낮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

는 상악이 하악에 비해, 구치부가 전치부에 비해 피질골이 얇고, 해면골의 밀도가 낮기 때문이다37. 또한 

구치부는 상악동과 하치조 신경관에 의해 임플란트의 길이 선택에 제한을 받아 치관 대 임플란트의 비율

이 양호하지 못하고, 더구나 전치부보다 교합력이 크므로 역학적으로 불리한 특징이 있다. 본 연구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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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플란트의 구강 내 위치에 따른 누적 생존율은 상악보다 하악에서 더 높았고, 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할

만한 차이를 보였으며, 전치부가 구치부보다 더 높은 경향을 보였으나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는 없었다.

본 연구는 임플란트 생존에 관여하는 여러 가지 인자 중 환자의 연령과 성별, 전신건강 상태, 흡연 여

부, 임플란트의 직경 및 길이, 식립 위치, 골유도재생술(GBR)시에 사용된 재료 등의 인자 들이 임플란

트의 누적 생존율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하였다. 그러나 그 외에도 식립 부위의 골질, 임플란트 상부 보

철물 유형, 치아 상실의 원인, 즉시 식립 여부 등 다양한 요인들이 임플란트의 생존율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그 외의 다양한 요인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임플란트의 생존율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38. 본 연구는 후향적으로 시행된 연구이며, 누적생존율에 미치는 변수들이 매우 다양하며, 또한 추

적관찰이 이루어지지 않은 증례들이 실제로 많은 이유 등으로 실제의 임상적 상황을 그대로 반영할 수 

없었던 한계를 지니고 있다. 향후에 이러한 점을 보완하여 임플란트 생존율에 영향을 미치는 인자들을 

보다 객관적이고 구체적으로 규명할 수 있는 장기간의 조절된 전향적 연구가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Ⅴ. 결론

본 연구에서는 골유도재생술과 함께 식립된 치과용 임플란트의 장기적인 누적 생존율을 조사하고, 임

플란트의 누적 생존율에 영향을 주는 요인들을 분석하기 위하여 2001년부터 2010년까지 총 76명의 환

자에서 총 148개의 임플란트를 대상으로 조사한 바, 아래와 같은 결론을 얻을 수 있었다.

1.  76명의 환자에게 식립된 총 148개의 임플란트 중 8개가 실패하여 140개가 생존하였다. 전체 임플

란트의 5년, 10년 누적 생존율은 각각 97%, 89%였다.

2.  성별, 흡연 여부, 식립 위치가 골유도재생술을 동반한 임플란트의 누적 생존율에 영향을 미치는 위

험요인으로 나타났다(p < 0.05).

3.  연령, 고혈압 및 당뇨 병력 유무는 골유도재생술을 동반한 임플란트의 누적 생존율에 영향을 미치

지 않았다.

이상의 결과로 치조골의 양이 부족하여 골재건술이 필요한 무치악 부위에 임플란트를 식립하고자 할 

때 사용되는 골유도재생술은 장기간의 누적생존율로 미루어보았을 때, 예지성 있고 유용한 술식임을 

알 수 있었다. 골유도재생술을 동반한 임플란트 치료 시에 본 연구에서 밝혀진 예후에 영향을 미치는 인

자들을 가진 증례에서 보다 신중하고 사려 깊은 치료계획, 외과적 시술 및 유지관리가 필요할 것으로 생

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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