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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플란트 주위염의 세균학적 고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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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icrobiology of Peri-implantit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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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ri-implantitis following successful integration of an endosseous implant is a major cause of late implant failure. As a destructive inflammatory process that affects the soft and hard tissue around implants, it is caused by pathogenic bacterial challenge into sub-mucosal
pocket around implant. After the insertion of implants, rapid colonization of several bacteria is observed at the peri-implant sulcus and
implants with clinical signs of peri-implantitis are characterized by a microbiota by high counts and proportions of gram-negative anaerobic bacteria. In this article, we will describe early bacterial colonization on implant surface, microbiota associated with healthy peri-implant tissues and peri-implantitis, and microbiota around implants installed in totally and partially edentulous patients. (JOURNAL OF
DENTAL IMPLANT RESEARCH 2013;32(1):1-6)
Key Words: Peri-implantitis, Gram-negative anaerobic bacteria, Microbial transmission

서

4)
개개 임플란트 중에서는 12%와 43%에서 관찰되었다고 보고하였다 .

론

임플란트 주위염에 대해 점막연하 세균을 철저하게 제거하거나,
임플란트는 국소적으로 혹은 전 악에 걸쳐 상실된 치아를 수복하는

항생제에 의한 치료에 의해 임플란트 주위염의 염증이 해결되는 것을

1,2)
가장 보편적인 방법이다 . 임플란트 치료의 증가와 함께 임플란트 합

보면 임플란트 주위염의 주요한 원인이 세균이라는 점은 의심할 여지

병증 및 실패에 대해서도 보고 되고 있는데 그 중에서도 임플란트 주위

가 없다. 또한 잘못된 구강위생과 이전 치주염을 가진 사람이 임플란

3)

염은 임플란트 후기 실패의 주요한 원인으로 작용한다 . 임플란트 주변

5)
트 주위염의 주요한 위험인자(risk factor)임은 치주염과 마찬가지

연조직의 질환에 대해 6th European Workshop on Periodontol-

로 세균이 주요한 원인임을 말해주고 있다.

ogy를 통해 나온 보고에서는 임플란트 주위 점막에만 염증이 국한되고

본 논문에서는 임플란트 표면의 초기 세균 집락 양상과 건강한

지지골의 소실이 없는 상태에 대해서는 임플란트 주위 점막염

임플란트 주변과 임플란트 주위염에 이환된 병소 주변의 세균 분포의

(Peri-implant mucositis)으로, 임플란트 주위 점막염에 추가적으로

특징을 기술할 것이다. 또한 부분 무치악과 완전 무치악 환자의 임플

임플란트 지지하는 골의 소실까지 동반된 경우는 임플란트 주위염

란트 주변 세균 분포의 특징을 살펴보고, 아울러 이러한 임플란트 주

4)
(Peri-implantitis)으로 정의하였다 . 동일 Workshop을 통해 2개의

변 세균 분포에 대한 이해를 통해 치료실에서 인지하고 있으면 좋을

종단연구를 정리하여 임플란트 주변 질환의 유병률을 발표하였는데, 임

정보에 대해 정리하여 기술하도록 하겠다.

플란트 주위 점막염은 임플란트 치료를 받은 사람 중에서 80%, 그리고
개개 임플란트 중에서는 50%에서 관찰되었다고 보고하였다. 임플란트

임플란트 표면의 초기 세균 집락 양상

주위염의 유병율에 있어서는 정리한 2개의 연구에서 차이를 보였는데
임플란트 치료를 받은 사람 중에서는 28%와 56% 이상으로, 그리고

임플란트가 구강 내 환경에 위치한다는 것은 기존의 구강 내 세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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혹은 임플란트 주변으로 바이오필름(biofilm)이 형성될 때 구강 내로

최근의 부분 무치악의 환자를 대상으로 시행한 임플란트 표면의

들어오는 이종의 세균들이 서식할 수 있는 새로운 환경을 제공하는

초기 집락한 세균에 관한 다른 연구를 살펴보면, 세균의 집락은 임플

것이다. 이전 연구들은 임플란트 표면에 나타나는 초기 세균막 형성

15)
란트의 점막을 관통하는 부분의 노출과 동시에 30분 안에 일어나고 ,

이 구강 내에 치아나 수복 물질에서 관찰되는 것과 유사하다고 보고

이는 2주까지 안정적으로 유지되었다

6-8)

하고 있다

. 구강 내에 임플란트와 같은 단단한 표면이 식립되면,

11,15,16)

. 대체적으로 초기 임플란

트 표면에 형성된 바이오필름의 조성은 건강한 잇몸을 가진 치아 주변

첫번째 단계로 타액의 단백질이 임플란트 표면에 획득피막을 형성하

에서 관찰되는 세균의 조성과 유사한 것으로 관찰되고 있다. 그래서,

는데, 이는 구강내 세균종들이 가지고 있는 adhesin을 위한 수용기

구강내 존재하는 세균이 새로 식립된 임플란트의 바이오필름 형성에

9)
로 작용하게 된다 . 이와 관련하여 Edgerton 등은 임플란트 표면에

실제적으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 할 수 있다.

서는 법랑질에 나타나는 피막과 같이 mucin, α-amylase, secretory IgA, proline-rich protein등의 다양한 타액 구성물이 관찰되

건강한 임플란트 주위 조직과 연관된 세균

나 법랑질 표면에서 흔히 관찰되는 cystatins과 저분자량의 mucins
9)
은 관찰되지 않았다고 보고하였다 . 이와 같이 치아와 임플란트 표면

건강한 임플란트 주위 조직에 관한 많은 횡단적 단면연구(cross-

에 부착하는 피막의 조성 차이는 초기 바이오필름 형성에 있어 피막

sectional)에 따르면 건강한 임플란트 주위 조직의 미생물들은 주로

에 부착하는 초기 세균의 조성에 영향을 줌으로써 전체 바이오필름

그람 양성 통성 구균과 간균으로 구성됨이 밝혀졌다

내 세균 조성의 차이를 나타나게 할 수 있다. 그러나, 티타늄, 수산화

람 음성 혐기성 간균은 임플란트 주변 점막연하에서 작은 숫자와 작

인회석, 아말감 표면에 대한 초기 집락 세균을 비교한 논문에서 장착

19)
은 비율로 발견된다 .

15,17,18)

. 반면, 그

1, 3, 6, 24, 72시간째에 세균막 조성의 차이가 없음을 보면, 티타늄
표면에 형성되는 타액 피막의 조성의 차이가 이들 표면에서 형성되는

부분무치악 환자에서
임플란트 주위 세균의 분포

10)
초기 세균막의 세균 조성에는 영향을 끼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

부분 무치악 환자에서 치아와 임플란트 표면의 40가지 세균 종의
초기 바이오필름 형성을 Checkerboard DNA-DNA hybrid-

임플란트를 식립한 동일 개체에서 치아의 치은연하와 임플란트 주
20-24)

. 또한, 치아

ization을 이용하여 관찰한 Quirynen 등의 연구에 따르면, 40종의

변의 점막연하 세균총의 유사성은 잘 증명되고 있다

세균 분포의 조성에 있어서는 치아와 임플란트 간의 큰 차이를 보이지

주변 세균의 임플란트 주변으로의 전이(transmission)는 Pulsed

11)
12)
않았다 . Socransky 등에 의해 주요한 치주병원균으로 분류된

field gel electrophoresis (PFGE)를 통한 연구에서 확인되고 있

Red complex 3종(Porphyromanas gingivalis, Treponema denti-

다

cola, Tannerella forsythia)은 치아 표면에서 2주에서 26주까지 유

givalis와 Prevotella intermedia의 PFGE를 이용한 분리된 염색체

사한 정도로 발견된 반면, 임플란트 표면에서 Red complex는 2주

DNA 분절 형태를 비교한 연구에서 같은 환자의 임플란트와 자연치

4주 26주에 걸쳐 일정하게 증가하였으나 치아표면에서보다는 26주

에서 분리된 P. gingivalis 종들의 PFGE 형태는 동일하나, 다른 환

11)

째까지 낮게 분포되었다 . 초기 집락군과 후기 집락군의 다리 역할
12)

24,25)

. 같은 환자를 대상으로 임플란트와 자연치에서 획득한 P. gin-

자에게서 검출한 PFGE 형태는 각각 다르게 나타났다. 또한, 검사한

Orange complex

3명 중 2명이 임플란트와 치아에서 분리한 Pr. intermedia종의

중 Fusobacterium species, Peptostreptococcus micros 역시 임플란

25)
PFGE 형태가 일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 또한 동일 방법을 이용

트 표면에서 시간이 지남에 따라 서서히 증가하였으나 26주째 관찰에

한 다른 연구에서도, 같은 환자의 치아와 임플란트 표본에서 분리된

을 해주면서 역시 치주 병원균으로 분류되는

11)

서는 치아표면에서보다는 낮게 분포되었다 . 상대적으로, 바이오필

P. gingivalis의 75%가 동일함이 발견되었고, Pr. intermedia의

름 초기 집락군인 Streptococcus mitis와 Streptococcus oralis와 같

24)
100%가 같은 환자에서 완전히 일치하였다 . 어느 부위의 자연치로

은 종들은 임플란트에서는 2주째에 치아표면에서와 유사한 정도로

부터 임플란트주위염의 병원균이 옮겨오는가에 대한 최근의 연구를

11)

나타나 초기 수준을 26주째까지 유사하게 유지하고 있었다 . 이는

살펴보면, 이는 임플란트 식립 할 위치의 인접치와 반대 악궁의 대합

구강내의 치주병원균을 포함한 대부분의 세균들이 2주내에 모두 분

치, 반대 악궁의 반대쪽 치아의 치은연하 세균을 임플란트 2차 수술

포하나 바이오필름의 성숙과 완성이 치아보다는 다소 느리게 일어남

전에 채취한 후, 2차 수술 2주 후 임플란트에서 세균을 채취해 비교를

을 보여준다. 즉 초기의 임플란트 표면에 나타나는 세균의 집락화는

하였다. 그 결과, Aggregatibacter actinomycetemcomitans, pr. in-

깨끗하게 처리한 치아면의 집락화와 분포 양상이 다르다는 것을 보여

termedia, P. gingivalis, T. denticola, Fusobacterium nucleatum

준다. 치아는 깨끗하게 했다고 하더라도 일부의 부착 세균총이 존재

의 임플란트로의 전이가 반대 악궁의 대합치아나 반대악궁의 반대측

13,14)

하는데 반해

초기의 임플란트 표면은 이전의 세균이 전혀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바이오필름 완성되기까지는 더 많은 시간이 필요함
을 보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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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
치아에서보다 바로 인접치아에서 이루어짐을 보고하였다 .

이러한 사실은 구강내 존재하는 치주병원균들이 임플란트 주변 바
이오필름 형성을 하는데 있어 저장고 역할을 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Oh WS, et al: Microbiology of peri-implantitis

3

이를 근거로 임플란트 식립 전에 치주염 치료를 통해 치주병원균을

빠르게 치주병원균이 임플란트 주변에 집락할 수 있음을 보여준다.

최대한 제거해야 하고 또한 임플란트가 식립된 부분무치악 환자에게

마찬가지로 침이나 혀의 배면에서도 치주병원균의 수의 감소가 관찰

치주조직을 건강하게 유지하는 것은 임플란트 주위염 예방에 있어서

30)
되기는 하지만 모두 발견되는 것으로 관찰되었다 . 이 연구 역시 치

중요함을 말해준다.

주병원균은 치주질환에 의한 치아가 모두 발거 된 후에도 계속 구강
내에 존재하다가 임플란트가 식립된 후 바로 임플란트 점막연하에
집락 할 수 있음을 보여준다.

완전무치악 환자에서
임플란트 주위 세균의 분포

임플란트 주위염과 연관된 세균
과거에, 치주염에 이환된 모든 치아를 발거하면, 세균이 부착하는
치아라는 딱딱한 구조물이 사라짐과 동시에 치은연하의 혐기성 환경이

임상적으로 임플란트 주위염이 있는 임플란트 주위 미생물을 연구한

사라지면서 구강 내의 P. gingivalis와 A. actinomycetemcomitans가

결과들은 임플란트 주위염의 점막연하에는 주로 그람 음성 혐기성 세균

27-29)

. 발치 이전에 관찰되었던 두 세균

들이 높은 비율과 수로 존재하고 있음을 보고하고 있다. 이러한 연구들

은 전악 발치 후에 3개월간의 standard culture technique을 통한

은 임플란트 주위염의 원인균들이 대부분 치주염과 관련된 치주병원균

사라진다는 주장이 제기되었다

27)

검사에서 타액과 구강점막의 표본에서 관찰되지 않았다 . 동일 그룹

들이고, 특히, Red와 orange complex가 주요한 원인임을 밝히고 있

에서 발치한 지 평균 9.3년 된, 치주질환 병력이 있는 가철성 의치를

다

사용하는 사람들의 타액, 구강점막, 의치에 존재하는 병원균의 비율을

높은 비율로 발견됨이 보고되었다

조사한 결과 A. actinomycetemcomitans는 관찰되지 않았고 P. gin-

주요한 원인균들이 임플란트 주위염의 주요한 원인균으로 작용함을 말

28)

givalis는 26개 중 2개의 표본에서만 관찰 되었다 . 실제로, 동일 그룹
에서 이전 치주병력 있는 무치악 환자에서 임플란트를 시행하여도 이
29)

19,31-34)

. A. actinomycetemcomitans 또한 임플란트 주위염 부위에
35,36)

. 이러한 여러 연구들은 치주염의

해준다.
하지만, Seventh European Workshop on Periodontology의

두 세균은 임플란트 주변에서 관찰되지 않았음을 보고하였다 . 이를

보고에 따르면 임플란트 표면의 바이오필름 형성은 치아에서의 바이오

바탕으로 치은연하 환경이 이 두 병원균의 주요 서식지이며, 무치악

필름과 구강이라는 생태학적으로 동일한 환경에서 형성되기 때문에 유

부위의 구강 내 표면은 이러한 치주병원군의 저장고를 형성하지 않음

사할 수밖에 없으나 임플란트 표면의 재료종류, 거칠기, 표면에너지 같

으로 인해 임플란트 식립을 통한 새로운 점막연하 환경이 조성된다 하

은 화학적 물리적 특성에 따라 biofilm 형성의 차이가 나타날 수도

27-29)

.

37)
있다고 보고하였다 . 이를 증명하기라도 하듯 몇몇 최근의 유전자 염

하지만, 세균을 감지하는 분자 기술의 발달로 인해 당초에 알려진

기서열 분석 방법들은 치아주변과 임플란트 주위의 세균 분포가 다름

더라도 이 두 세균은 집락하지 않을 것이라는 주장이 제안되었다

38,39)

. 지금까지의 세균 배양법이나 목표로 하는

것보다 높은 비율로 무치악부 점막에서 많은 혐기성 세균의 분포가

을 이야기 하고 있다

확인되었다. Socransky와 Haffajee는 임플란트가 없는 무치악 부

세균의 특정 primer를 이용한 DNA-DNA Hybridization과 같은

위에서 checkerboard DNA-DNA hybridization을 이용하여 세

분자기술방법은 치아주변의 세균 총과 임플란트 주변 세균 분포의 유

균총을 검사한 연구에서 혐기성 치주병원균은 타액과 혀의 배, 등,

사성을 기본 전제로 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하지만 최근의 16S

및 측면, 구강저, 경구개, 부착 치은, 협측 점막, 전정 및 의치면과

rRNA gene에 대한 특정 세균에 대한 specific primer가 아닌

같은 다른 구강 내 표면에서 채취한 표본들에서도 높은 수준으로 관

broad range universal primer를 이용한 pyrosequencing 기법

14)

찰됨을 보고하였다 . 이런 결과는 무치악 환자의 연조직에서 혐기성

은 기존에 알려지지 않은 세균 분포까지 검사함으로써 새로운 결과를

치주병원균이 번식하고 있으며, 완전 무치악 환자에게 임플란트 식립

보여주고 있다. 이를 통해 임상적으로 건강한 임플란트 주위 세균 분포

후, 세균의 집락화를 위한 저장소가 될 수 있음을 보여준다.

와 임플란트 주위염 주변의 세균 분포를 건강한 잇몸의 치아와 치주염

임플란트 식립된 완전 무치악 환자에게서 치주 병원균의 집락 분

에 이환된 치아 주위의 세균 분포와 비교한 결과, 임플란트 주위 바이

포와 시기에 대한 최근의 연구 결과는 주목할 만 하다. 10명의 환자를

38)
오필름은 치아 주변의 세균 분포와 꽤 다른 양상을 보여주었다 . 임플

대상으로 무치악이 된 후 6개월 후에 임플란트가 식립되었고, 3∼6

란트 주위염의 주요한 원인이 기존의 연구결과와 마찬가지로 그람 음

개월 후 지대주를 연결하였다. 무치악이 되기 직전의 치은연하 부위,

성 세균에 의한 것이라는 공통된 의견을 제시하기는 하였지만, 세균분

임플란트 식립 1주일, 3개월 12 개월 후 임플란트 주변 점막연하 부

포에 있어 치아 주변의 세균 분포보다 덜 다양하다고 밝히고 있다. 또

위, 혀의 배면, 타액에서 세균을 채취한 결과, 조사한 A. actino-

한 기존에 임플란트 주위염 세균이라고 밝혀지지 않았던 세균이나, 알

mycetemcomitans, P. gingivalis, F. nucleatum, T. forsythia 모두

려지지 않은 세균을 포함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임플란트 주위염

임플란트 연결 1주일 후 임플란트 점막연하에서 대부분 관찰되었고

의 세균은 치주염 관련 바이오필름에 비해 적은 정도의 Prevotella,

이는 임플란트 1년 후까지 지속적으로 관찰되었다. 이는 부분무치악

non-mutant Streptococcus, Lactobacillus, Selenomonas, Leptotri-

이 아닌 완전 무치악인 경우에서도 임플란트가 구강 내 들어간 직후

chia, Actinomyces를 그리고 높은 정도의 Peptococcus, Mycopla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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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 Eubacterium, Capylobacter, Butyrivibrio, S. mutans와 Tre38)

51,52)

등

은 임플란트 주위염의 원인 균에 대한 항생제 사용에 대한 당

ponema를 포함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 16S rRNA gene cline

위성을 제공한다. 이때, 바이오필름은 외부 exopolymer에 의한 방

library를 이용한 다른 연구에서는 역시 임플란트 주위염의 세균은 주

어 및 항생제 내성 유전자의 바이오필름 내 전달 등으로 인한 항생제

로 그람 음성 세균으로 구성되지만 치주염의 세균 분포보다 더 복잡하

에 대한 저항이 강하기 때문에 전신 항생제를 통한 임플란트 주위염

39)

다고 보고하여 치주염과 세균 조성에 있어 차이를 보여주었다 . 몇몇

의 치료에 앞서 바이오필름의 물리적 제거를 해주는 것이 필수적이라

의 이러한 임플란트 주위염에 대한 새로운 원인균에 대한 보고는 치주

할 수 있다

병원균 등의 특정 세균을 전제로 하지 않은 결과이므로 지금까지와는

연구는 임플란트 주위염의 세균이 다양한 범위의 약물내성반응패턴

다른 원인균에 대한 이해가 이루어질 수 있을 가능성은 배제하지 않고

을 나타내기 때문에 배양 가능한 세균에 대해서는 항생제 감수성 테

지켜볼 필요가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55)
스트가 항생제 선택에 도움을 줄 수 있음을 제시하고 있다 .

53,54)

. 최근 임플란트 주위염 세균의 항생제 저항성에 관한

그리고 아직 인과관계는 불명확하지만, 흔히 치주질환과 연관성이
없는 Staphylococcus aureus, 장내 간균(enteric rods), candida al18,31,40-42)

bicans가 임플란트 주위염과 관련이 있음이 보고되고 있다

결

론

.

특히 S. aureus의 치주염과의 연관성은 여러가지 근거를 기반으로 설

임플란트 주변 바이오필름의 형성 초기 바이오필름 형성 과정 중에

명되고 있는데, 실험실상 실험에서 S. aureus는 티나늄 표면에 친화성

는 차이가 있으나 건강한 임플란트 주변이나 임플란트 주위염이 있는

43)
을 가짐이 증명되었고 , 몇몇의 임상 연구들은 농의 출현이나 탐침 시

점막연하의 세균분포는 치아표면에서 관찰되는 것과 크게 다르지 않

출혈을 보이는 깊은 임플란트 주위 낭에서 S. aureus의 높은 비율을 보

다. 그래서 Red complex를 포함하는 혐기성 그람음성 세균을 임플

44,45)

. S. aureus는 만성치주염과의 연관성은 보고되고 있

란트 주위염의 원인균으로 현재까지 이해하고 있다. 부분 무치악이나

지 않으나, 치주염 치료에 반응하지 않은 재발성 치주염과 연관될 수 있

완전 무치악이나 기존의 치아를 포함한 구강에 존재하는 세균들이 임

고하고 있다

42,46-48)

음은 보고되고 있으므로

, 임플란트 주위염과의 연관성은 지속

적으로 관찰해볼 필요가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플란트 주변에 집락하게 되고 결국 이들 세균 중 치주병원균의 일부가
임플란트 주위염의 원인균이 되므로 임플란트 식립 전 치주염의 해결
은 필수적이라 할 수 있다. 하지만 최근의 pyrosequencing 등에

임플란트 주위염의 세균학적
고찰을 통한 치료실에서의 주지 사항

의한 임플란트 주위염의 세균 분포가 치주염의 세균분포와 양상이 다
름에 관한 보고나, S. aureus와 임플란트 주위염의 깊은 연관성에 관
한 연구들은 추가적인 검증이 있어야 하겠지만 항생제 선택 등의 치료

임플란트 주위염이 세균에 대한 숙주의 염증 반응에 의한 지지

에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요인들이므로 임플란트 주위염의 원인균에

조직의 파괴인 점을 감안하면 치주염의 치료와 꽤 유사하다 할 수

대한 새로운 결과들은 지속적으로 주목해 볼 필요가 있을 것이다.

있다. 앞서 설명한 바와 같이 임플란트 주위로의 세균의 전이는 인접
치아에서 올 가능성이 충분하므로 임플란트 식립 전에 치주염의 치료
는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임플란트 주위염의 치료에 있어, 일차적으
로 임플란트 주변의 기계적인 세균 제거가 시행되어야 한다. 하지만,
임플란트 표면의 거칠기를 나타내는 Ra값이 0.2 μm 이상인 경우
49)
바이오필름 형성이 더 증가된다는 결과를 바탕으로 , 임플란트 표면

의 steel curettes의 사용은 임플란트 표면을 거칠게 하기 때문에
50)
제한되어야 한다. 이러한 이유로 기계적인 세균 제거는 쉽지 않다 .

게다가 종종 임플란트 매식체의 직경은 치아의 직경보다 작은데 반해
치관의 크기는 치아의 크기로 크게 하는 수복물의 디자인은 임플란트
하방 세균의 물리적 제거를 더욱 어렵게 한다. 이러한 이유로 깊은
탐침 깊이를 보이면서 주변 골소실이 존재하고 탐침 시 출혈이 있는
임플란트 주위염의 경우는 종종 물리적 세균제거에 의해 해결되지
않기 때문에 전신적 항생제나 수술을 통한 접근이 고려되고 있다. 무
작위배정 비교 임상 실험이 많지 않은 이유로 임플란트 주위염 치료
에서의 전신적 항생제 투여 효과에 관한 이견들이 있으나 종종 임플
란트 주위염의 빠른 진행이나 진행 중인 병소에서 관찰되는 염증세포
침윤이 골까지 확장되는 형태의 치아와 다른 임플란트 주위염의 특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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