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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프란트의 수명을 연장하기 위한 새로운 임프란트의 제안

고려대학교 임프란트 연구소
현영근, 권종진

I. 서론
국내에도 1년에 시술되어지는 치과 임프란트가 수십
만 개에 이를 정도로 이미 임프란트는 보편화된 치과
치료의 방법이 되어있다. 그러나 많은 국내의 임상가
들은 임프란트의 성공률에 대하여 초기 5년은 약
95%이고 10년의 성공률은 90%정도라고 발표하고
있으며 근래에는 임프란트의 저변확대와 수술법의 발
달로 인하여 전신질환의 환자나 골상태가 좋지 못한
환자에서의 수요가 증가하여 그 장기적인 성공률은

II. 임프란트 주위질환에 대한 치료

더욱 떨어질 것으로 생각된다. 이는 시술되어진 임프
란트 중에서 적어도 1년에 수만개는 실패되거나 실패

1) 임프란트 주위점막염의 치료

가 진행 중인 것(Failing implant)을, 또 다른 상당수

치은염의 치료의 계념으로 임프란트 주위의 철저한

는 감염 이완되고 있는 것(Ailing implant)을 의미하

세척, 구강위생의 교육, 항균제를 병행한 양치질등으

게 된다. 임프란트의 실패 원인은 크게 골내 감염과

로 치료를 대신할 수 있으며 내원 간격을 조절하여 예

생리학적 과부하로 나눌 수 있으나 그 원인이 무엇이

후를 관찰하는 것으로 마무리 지을 수 있다.

던 임프란트 주위염과 연계된다. 임프란트 주위질환
은 탐침(치주낭 검사), 종창, 탐침시 출혈, 방사선상의

2) 임프란트 주위염의 치료

골파괴 정도, 동요도 등으로 진단되어지며 골파괴의

임프란트 주위의 골이 파괴되기 시작하는 것으로 탐

유무에 따라 임프란트 주위점막염(Peri- implant

침시 치주낭의 깊이, 탐침시 출혈의 정도 치주낭 액의

mucositis) 임프란트 주위염(Peri-implantitis)으로

분비, 방사선상의 골파괴의 정도 등으로 치료의 정도를

구분된다1,2). 임플란드 주위질환에 대한 치료법은 많

판단하게 되며 정도가 심하지 않을 시는 노출된 임프

은 임상가들의 노력에 의하여 개발되었으나 현재까지

란트 표면의 내독소 제거와 더불어 세척 및 투약으로

는 기존의 임프란트에 근거한 시술만 연구되었을 뿐

대치되나 치주낭의 깊이가 5mm이상이고 치주낭의

처음부터 임프란트 주위염을 고려한 임프란트는 시도

분비가 관찰되며 방사선상 환상형의 2mm이상의 골

되지 않아 본 연구에서 그 작은 노력을 시작하려한다.

손실이 발견되면 외과적 처치가 고려되어야만 한다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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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과적인 치료법의 분류
외과적인 처치의 분류는 임프란트 주위의 골 파괴의
양상에 따라 나뉠 수 있다. 골파괴의 양상이 one wall,
two wall, three wall, four wall 이냐에 따라서 1)절제술
(resective surgery), 2)재생술(regenerative surgery)로
구분된다.
1) 절재술

Fig. 3. 표면을 정리후 과산화 수소와 배타딘으로 소독
후 봉합하였다.

one wall 또는 two wall로 골수복시 기계적 지지가
어려워 골재생이 쉽지 않은 경우에 해당되며 노출된
임프란트 표면은 기계적 연마와 함께 골절재술이 병
행될 수 있다.

Fig. 4. 술후 6개월 후의 사진

Fig. 1. Case 1. 82세의 환자로 하악 좌측의 임프란트에
심각한 골손실과 함께 농이 관찰되었다. 고령인 관계로 수
술의 범위를 가능한 줄려고 계획하였다. 보철물의 삭제는
포세린 교합면의 파절도 있고 수술 부위의 접근성을 용이
하게 하기위하여 실시하였다.
Fig. 5. 술후 6개월 후의 방사선사진 보철물은 안정감을
보였다.

Fig. 2. 임프란트의 거친 표면만 제거하였다.

Fig. 6. Case 2. 골이식을 계획하였으나 협측 골이 거의 존
재하지 않아 골성형과 임프란트 표면처리만으로 마무리하
기로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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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임프란트 제거
골파괴가 심하여(apical one third) 어떠한 치료에도
반응하지 않는 경우, 또는 임프란트에 동요도가 존재
하는 경우로 임프란트는 제거되어지고 임프란트가 제
거된 후에 골 파괴가 심할 경우에는 골 이식술이 동반
된다.

Fig. 7. 노출된 임프란트의 표면 정리중이며 골이식은 큰
의미가 없을 것으로 사료된다.

2)재생술
골파괴가 three wall이나 four wall에 해당되는 경우
로 골재생을 위하여 노출되는 임프란트는 Laser나
sand brasting, citric acid등을 이용하여 표면이 손상
되지 않은 상태에서 기계적인 치태제거와 함께 내독
소 제거를 이루고 빈공간은 차페막을 이용한 골 이식
술을 시행한다. 이 경우 골 재생은 이루어지나 골과 임
프란트와의 재부착(osseo-integration)은 쉽지 않으
며 재형성된 골은 단순히 파괴되었던 빈공간의 dead
space를 채워주는 역할이 큰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3,4).

Fig. 9. 심한 골 소실과 반복적인 화농으로 인하여 #14,
#37은 발거를 하였다.

이와 같이 임프란트 주위염애 대한 다양한 치료법이
있으나 아직까지 치료에 대한 만족할만한 결과는 나
오지 않고 있다.

III. 문헌
임프란트의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임프란트 관련 질
Fig. 8. 과도한 조기 부하로 인하여 기능 초기에 골 흡수 발생

환들은 증가하게 마련이다. 임프란트 주위 점막염은
탐침시 출혈(Bop- Bleeding on probing)에 의해 가
장 잘 진단 되어질 수 있다. 임프란트 주위점막염의
발병율에 대한 보고는 Roos-Jansaker11)(2006) 등
의 216명의 환자의 987개의 임프란트에서 73%가 보
고되었고 Fransson(2007)등의 82개체(subjects)의
연구에서 90%이상이 보고되었다. 임프란트 주위염
은 방사선상에 명확한 골흡수가 존재하여야 하며 주

Fig. 9. 오염된 부위의 철저한 세척과 내독소 제거를 실시
하고 적절한 골이식을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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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점막의 종창이나 발적, 탐침시 출혈, 빈번한 화농
9)

등에 의하여 진단되어 질 수 있다. Fransson 등은

나사 부분이 상당히 노출되어도 감염과 염증에 상당
히 강한 것을 보여 주는 것으로 잘 알 수 있다.

(2005) Sweden, Goteborg의 Br°
anemark Clinic에서
매년 방사선상의 검사를 하고 있는 1346명의 환자에
서 5년 이상 기능하고 있는 임프란트를 가진 662개체
(subject)에 대해 나사산 3개 이상의 골흡수를 보이며
점진적인 골손실(progressive bone loss)를 야기한
개체는 184개에 달해 27.8%의 발병율을 보였다고
보고하였다. Berglundh10) 등은(2007) 임프란트 표면
의 거칠기의 차이가 임프란트 주위염의 진행에 미치
는 영향에 대한 실험에서 SLA표면은 polished
surface에 비해서 골파괴의 정도가 현저하게 크다고

Fig. 10. 장기간 기능중인 Machine surface의 임프란트.
골 파괴의 속도가 비교적 급격히 일어나지 않아서 골 파괴
의 양상은 수평적이며 이로 인하여 염증에 대한 처치도 간
단하다. (그림참조, Clinical Periodontology and Implant
Dentistry 5th Ed)

보고하고 치료되지 않은 상태에서 현재의 거친면을
가진 임프란트는 절삭면을 가진 임프란트에 비하여

IV. 결론

임프란트 주위염의 진행이 더욱 심해진다고 결론지었다.
현등은7) 임프란트의 중간부분에 연마면을 지닌 임프

본 임프란트는 1997년부터 연구가 진행된 것으로 임

란트를 제시하면서 이에 대한 역학적인 연구를 하였

프란트 중앙에 일정폭의 고도로 연마된 연마띠를 가

6)

5)

으며, 안등과 송등은 유도된 임프란트 주위염에서

진 임프란트가 연구되기 시작하여 2001년 한국과 미

연마띠를 지닌 임프란트는 연마띠가 없는 임프란트에

국에 특허를 득하였고 이어 보다 실용적인 모형으로

비해 시간이 지남에 따라 염증의 진행이나 골파괴가

개선되어 2007년 국내 특허를 득하고 미국과 중국에

현저히 줄어들었음을 보고하였다.

특허가 출원되었다. 본 모델은 통상의 RBM표면을 가
진 임프란트의 상부에서 3mm-5mm하방에 표면 거

치근부위의 중간에 표면을 달리한 임프란트

칠기 RA 0.2-04um의 부분을 폭 1mm-1.5mm의 띠
의 형태로 부여한 임프란트이다. 그 이유는 임프란트

본 임프란트는 골 파괴가 심하게 진행되지 않은 단계

상부의 치은의 두께를 대략 3mm로 설정하고 식립된

에서 적절하게 조치하여 임프란트의 수명을 연장할

임프란트에 임프란트 주위염이 진행되어 골 손실이

수 있게 장치를 가진 것으로 그 원리는 표면의 거칠기

3mm이상에 이를 때 임프란트 주위염에 대한 외과적

와 감염의 진행 속도와의 관계에 있다.

인 치료를 고려하게 되는 탐침시 pocket depth가

임프란트는 초기에 빠른 골형성을 위하여 골과의 접

5mm이상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촉면적을 늘리고 세포의 흡착성을 위하여 (wetability)

중간에 형성된 Machine surface는 정상적인 상태에

표면을 거칠게 해왔다. 그러나 역으로 임프란트 주위

서는 골융합 상태로 존재하나 임프란트의 주위염이

염이 발생 되었을 때는 감염의 진행은 그 거친 표면을

발생 되어 골 파괴가 진행되었을 때 그 골 파괴의 진

타고 속도를 더욱 촉진 시키게 된다.

행의 정도가 이 지점에 이르면 감염의 진행속도를 줄

이는 과거의 초창기의 임프란트(임프란트의 전표면

어들게 하여 골 파괴의 속도를 줄이는 역할을 하게 될

이 절삭면을 가진 machine surface implant)가 일단

것이다. 이것으로 치과의사에게는 감염이 이완된 임

골유착이 성공하면 장기간이 지나 임프란트의 뿌리의

프란트에 적절히 치료할 수 있는 시간을 연장시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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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환자에게는 보다 수명이 연장된 임프란트를 제공
하는데 기여할 수 있을것으로 생각된다. 또한 골 파괴
의 정도가 심하여 임프란트 주위염의 치료중 절재술
이나 재생술이 요구될 때 절재 부위의 가이드가 되거
나 오염된 표면의 세척시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Fig. 12. #34부위에 식립된 2001년 형의 임프란트로 근심
측 자연치아의 감염이 전이되어 골이 파괴된 모습

New design의 Basic concept
1) 임프란트의 전체적인 표면은 기존의 형상을 유지
한다.
2) 임프란트의 표면이 거칠수록 감염으로 인한 골
파괴의 속도는 증가한다.
3) 표면의 거칠기가 적을수록(Machine surface) 감
염으로 인한 골 파괴의 속도는 늦어진다.
4) 임프란트 치근 부위의 상부는 기존의 거친 표면을
그대로 유지하되 일정부분 아래에서 일정폭을 가진

Fig. 13. 임프란트의 성형적 처치와 차페막 없이 간단한 골
이식술을 행하였고 6개월 후 #33의 임프란트를 실시하였
다. 사진은 보철이 완성된 이후의 모습

연마면을 형성한다.
5) 연마면의 폭이나 위치는 임프란트의 전체적인 골
융합에 영향을 주어서는 안된다.

Fig. 14. 2007년 특허의 모형. 연마면의 형태가 임프란
트 고유의 나사모양을 갖추면서 Machine surface를 유지
하고 있다.

Fig. 11. 2001년 특허에 따른 모델 연마면이 중앙에 존재
하고 있다.
Fig. 15. 임프란트 주위염이 진행중이며 협측에는 골 흡수
와 함께 부착치은의 소실이 발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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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Implant의 수명을 연장하기 위한 새로운 implant의 제안
현영근
고려대학교 임프란트 연구소

국내에도 1년에 시술되어지는 치과 임프란트가 수십만 여개에 이를 정도로 이미 임프란트는 보편화된 치과
치료의방법이 되어있다. 그러나 많은 국내의 임상가들은 임프란트의 성공률에 대하여 초기 1년은 약 95%이
고 10년의 성공률은 90%정도라고 발표하고 있다. 이는 시술되어진 임프란트 중에서 적어도 수만개의 임프
란트가 실패되거나 실패가 진행 중인(Failing implant)것을, 또 다른 상당수는 감염 이완되고 있는 것(Ailing
implant)을 의미하게 된다 .

본 임프란트는 골 파괴가 심하게 진행되지 않은 단계에서 적절하게 조치하여 임프란트의 수명을 연장할 수
있게 장치를 가진 것으로 그 원리는 표면의 거칠기와 감염의 진행 속도와의 관계에 있다.
임프란트는 초기에 빠른 골형성을 위하여 골과의 접촉면적을 늘리고 세포의 흡착성을 위하여 (wetability) 표
면을 거칠게 해왔다. 그러나 역으로 임프란트 주위염이 발생 되었을 때는 감염의 진행은 그 거친 표면을 타고
속도를 더욱 촉진 시키게 된다.

본 임프란트는 임프란트의 상부에서 일정 부분 하방에 표면의 거칠기를 줄인(절삭가공의 RA 상태)부분을
1mm-1.2mm 를 부여하여 중간띠의 형성 시킨 임프란트이다.
이러한 중간띠의 역할은 임프란트의 주위염이 발생 되어 골 파괴가 되었을 때 그 골 파괴의 진행의 정도가
중간띠 지점에 이르면 감염의 진행속도를 줄어들게 하여 골파괴의 속도를 줄이고자 함이다.
이것으로 치과의사에게는 감염이 이완된 임프란트에 적절히 치료할 수 있는 시간을 연장시켜주고 환자에게
는 보다 수명이 연장된 임프란트를 제공하는데 기여할 수 있을것으로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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