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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구용 비스포스포네이트 투여 골다공증 환자에서 임플란트 변연골
변화에 관한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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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rginal bone loss of dental implant in oral bisphosphonates taking
patients with osteoporosis
Ki-Uk Nam, Jaemyung Ahn, Jongrak Hong
Department of Oral and Maxillofacial Surgery, Samsung Medical Center, Sungkyunkwan University School of Medicine, Seoul, Korea
Purpose: The relationship between oral bisphosphonate (BP) and marginal bone loss of implant and failure has not been fully examined.
The aim of this study was to examine whether patients who take oral bisphosphonates decrease of implant failure rate and decrease marginal bone loss than non taking groups.
Materials and Methods: This study investigated the patients who had received dental implants and receiving oral BP therapy in Samsung
Medical Center from January 1999 to December 2012. All patients received oral bisphosphonate before implant surgery before 3 years
ago (Group 3) or under 3 years (Group 4) and Negative control group were healthy patients (Group 1), positive control group were the
patients who had Diabete mellitus (Group 2).
Results: There were significant decreased success rate and marginal bone loss in Group 2. There was no difference between Group
1, 3 and 4 in success rate and marginal bone loss.
Conclusions: In this study, there is no significant difference in healthy and BPs taking group in marginal bone resorption around Dental
Implants. (JOURNAL OF DENTAL IMPLANT RESEARCH 2013;32(2):4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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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와 골 계면의 골 유착이 견고하게 이루어질 때, 구강내에서 기능이 가능

론

해 진다. 기능적 부하가 가해지게 되면, 임플란트 주위의 치주염이 없
1977년 Brånemark에 의해 골유착 개념이 정의되면서 인공치아

어도, 임플란트 주변 변연골에서 골 소실이 발생하며, 이러한 골 소실

이식이 사람의 구강 내에 적용되었고 이후 수 많은 종류의 치과용 임플

은 임플란트의 경부에서 치근단 부위를 향해 점진적으로 진행된다. 적

란트가 개발 공급되어 전 세계적으로 사용되고 있다. 치과용 임플란트

절한 임플란트 변연골의 유지는 임플란트의 기능 유지에 필수적이며,

는 상실된 치아를 수복하는 훌륭한 술식으로 고려되고 있으며, Adell

특히 상악 전치부 같은 부위는 심미성 유지를 위해서도 필수적이다. 따

1)

등 의 연구에서 90% 이상의 높은 성공율을 보고하고 있고,
2)

라서 과도한 골 소실은 임플란트 실패로 고려할 수 있다. 이와 연관되어

Lekholm 등 은 무치악 환자에서도 임플란트를 이용한 보철치료는

성공적인 임플란트의 기준으로 골 소실량이 0.2 mm/year 미만으로

예측이 가능하면서 안전한 방법이라 서술하였다. 임플란트는 고정체

3,4)
제시되었다 . 또한 성공적인 임플란트 위해선 술자의 숙련된 skill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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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요하지만, 환자의 전신상태 역시 성공에 있어서 중요한 요소로 고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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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iocare, Sweden)를 식립한 환자 중 64명의 환자를 대상으로 본 연

된다. 여러 전신질환 중, 골다공증이 있는 환자의 골질은 불량 하며, 이

구를 시행하였다. 환자는 다음과 같이 총 4 그룹(Table 1)으로 나누었

런 불량한 골질 상태에서의 임플란트는 골 유착 실패의 가능성이 좀 더

다. 골 소실의 위험성이 낮은 정상 대조군으로 전신질환이 없는

5,6)

, 골다공증의 경우 골 치유에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7).

Group 1, 골 소실의 위험성이 높은 당뇨가 있는 실험군(Group 2)을

이러한 골다공증의 치료제의 한 방법으로 Bisphosphonate (이

설정하여 골 소실의 정도가 어느 정도 범위에 속하는지 비교하였다. 실

높은 편이며

하 BP)가 널리 사용되고 있다. BP의 화학적 구조는 인-탄소-인의 구조

험군은 두 개의 그룹으로(Group 3, 4)과 AAOMS에 의하면, 경구용

를 같는 phosphate 구조로 파골세포 및 골 흡수면에 선택적으로 침착

BP를 3년 이상 복용한 환자에서는 치과의 침습적인 처치가 BRONJ

되어 파골세포의 활성을 낮추어 골 흡수를 감소시키는 역할을 수행한

를 유발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하여, 이를 근거로 BP 복용 기간을 3

다. 이에 따라 전반적인 골의 전환율을 낮추는 효과를 보이며, 더불어

8)
년 이상과 이하로 설정하였다 .

골 흡수를 억제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이러한 BP 중에서 Alendronate, Ibandronate, Risedronate 등의 경구용 BP에 대하여 골다

Group 1 전신 질환이 없으며, 임플란트를 식립한 그룹(n=24,
ni=113)

공증의 치료제는 미국 FDA의 승인을 받았으며, 상기의 약들은 골다

Group 2 다른 전신질환 없이, 당뇨가 있는 그룹(n=19, ni=78)

공증의 치료제로 널리 사용되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BP는 Bispho-

Group 3 다른 전신질환 없이, 골다공증과 함께 BP를 3년 이하 복

sphonates related osteonecrosis of jaw (이하 BRONJ)의 원인
으로 추측되고 있으나, 이는 주로 정주용 제재를 통하여 복용하는 환자
군에서 좀 더 높은 비율로 보고되며, 경구를 통한 BP 복용 환자에서는
8,9)

BRONJ의 발생 가능성이 좀 더 낮다고 보고되고 있다

.

용한 그룹(n=13, ni=29)
Group 4 다른 전신질환 없이, 골다공증과 함께 BP를 3년 이상 복
용한 그룹(n=8, ni=43)
모든 환자들은 24∼84세였으며, 61.01세의 평균연령을 보였다.

BP가 Osteoclast를 억제하기에, 과거의 연구에서 BP를 복용하거

Group 3, 4의 환자들이 BP를 복용한 이유는 모두 골다공증이었으며,

나 혹은 임플란트 표면에 BP 처리를 시행하면, 임플란트 주변 골 흡수

모든 환자들은 정기적인 구강검사 및 치주관리를 시행하였고, 치주 관

가 억제되고, 이는 임플란트의 성공율에 긍정적인 효과를 준다고 보고

리가 불량하였던 환자들은 이번 연구에서 모두 제외하였다. 모든 환자

10,11)

. 하지만 기존의 연구들이, BP의 복용기간

들은 2년간의 임상적, 방사선학적 경과관찰을 시행하였다. 복용한 BP

에 대해서는 엄격한 기준없이 복용중인 환자를 전체를 대상으로 하였

의 종류로는 Group 3에서 alendronate가 7명, Risedronate가 1

으며, 복용기간을 정확하게 명시한 논문은 없었다. 또한 기존의 연구는

명, Group 4에서는 Alendronate가 11명, Risedronate가 2명이

임플란트의 성공율만을 보고하였기에, BP 투여 환자에서, 시간의 따

었다(Table 2). 각 group의 모든 환자들은 정기적인 검진을 위하여

른 변연골 소실양이 얼마나 되는지에 대하여 보고한 연구는 없었다.

임플란트 식립 후 3, 6, 12, 24개월 시점에서 내원하여, 치근단 방사선

한 연구들이 존재한다

따라서, 본 연구의 목적은 경구용 BP를 3년 이상 혹은 3년 이하로
복용한 골다공증 환자에서 시간에 따른 임플란트의 생존율과 임플란

필름 촬영과 스케일링을 시행하여, 위생 관리 부실로 인한 치주질환 영
향을 배제하였다.

트 주변의 변연골 소실양을 측정함으로써, i) BP의 임플란트 생존율 및
변연골 소실 방지 효과 여부 및 ii) 경구용 BP 복용 시 BRONJ 발생율

2. 연구 및 평가 방법

을 확인하는 것이 본 연구의 목적이다.

1) 생존율 평가
생존율에 대한 기준은 1998년 Toronto symposium에서 제시

대상 및 방법

3)
한 기준인 1) 환자와 의사 모두가 만족하며, 2) 임플란트에 의한 동

1. 연구 대상

통 및 불편감, 감각이상 등이 없으며, 3) 동요도가 없어야 한다를 기준

본 연구는 1999년부터 2012년까지 삼성서울병원 구강악안면외과
에서 치과용 임플란트(Brånemark Implant system, Nobel

으로 분석하였다. 다만 Toronto symposium에서 제시하였던, 연간
골소실이 0.2 mm 이하를 보인다 항목은 연구에서는 제외하였다.

Table 1. Number of patients and implants each group.
Group 1 Group 2
(n=24)
(n=19)
Men
Women
Number of
implants
Mean age

12
12
113
(4.52)
56.6

12
7
78
(4.10)
62.9

Group 3
(n=13)

Group 4
(n=8)

Total
(n=64)

3
10
29
(2.23)
61.7

0
8
43
(5.4)
60.8

27
37
263
61.0

Table 2. Types of taking bisphosphonate.

Risedronate
Alendronate
Total

Over than 3 years

Less than 3 years

1
7
8

2
11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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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식립 후 1년, 2년 시점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확인할 수 있

2) 변연골 소실
XCP를 이용한, 표준화된 방법의 치근단 방사선 필름 사진을 이용
하여 임플란트의 변연골 소실을 측정하였다. 측정 시점은 식립 직후,

었으며(p＜0.05),(Fig. 1) BP 복용 기간에 따른 차이는 관찰되지 않
았다.

식립 후 3개월, 6개월, 12개월, 24개월이었으며, 초기 식립위치와 비
교하여, 추가적으로 노출이 진행된 나사산의 개수를 측정하였고, 이를

3. 실패한 임플란트 분석
모든 그룹에서 실패한 임플란트는 총 4개이다(Table 3). Gorup 1

통하여 소실된 변연골 양을 계산하였다.

에서 실패한 개수는 총 1개로, 총 8개의 임플란트를 식립하였으며, 그
중 #14 부위에 식립된 Brånemark MK III (4×13 mm)가 실패하였

3) 통계 분석
모든 통계는 통계프로그램 SPSS version 21.0 (SPSS

다. 식립 10개월 후까지도 동요도가 관찰되어 상부 보철 진행하지 못

Inc.Chicago, Illinois, USA)을 사용하여 분석하였다. 각각의

하였고, 최종적으로 골 유합의 실패로 인하여 제거하였다. 이후

Group에서 총 24개월 동안의 임플란트 성공율과, 총 4회의 측정시기

Brånemark MK III (4×13 mm)을 재식립하였고, 특이한 소견없이

마다 얻어진 골 소실량의 평균 및 표준편차를 구하였다. 환자의 전신 상

잘 유지되고 있다.

태에 따른 골 소실량의 유의차가 있는지를 분석하기 위하여

Group 2에서는 한 환자에서 총 2개의 임플란트가 실패하였으며,

One-way ANOVA test를 실시하였다. 분석결과 얻어진 p＜0.05

부위는 #35, 36 부위였다. 두 개 모두 Brånemark MK III (5×8.5

이하일 경우 통계학적으로 유의하다고 판정하였다.

mm)였다. 상부 보철이 진행되었으나, 골 소실은 지속적으로 발생하
였으며, 고정체까지 제거하였으며 최종적으로 환자는 follow up

결

loss 되었다.

과

Group 3에서는 임플란트를 총 3개 식립한 환자였으며, 이 중 #17

1. 성공율 분석

부위에 식립된 Brånemark MK III (5×11.5 mm)가 실패하였다. 식

각 Group의 성공율과 실패한 임플란트 개수는 다음과 같다
(Table 3). 모든 군에서 임플란트가 실패한 경우는 4개였으며,
BRONJ가 발생한 환자는 없었다.

으로 재식립하였고, 이후 최종 보철까지 진행되었다.
Group 4에서는 실패한 임플란트는 존재하지 않았다.

2. 변연골 소실

4. BRONJ 증상 여부

변연골 소실 항목에서는 각 Group의 결과에서 식립 후 6개월까지
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는 관찰되지는 않았다. 하지만 Group 2에

Table 3. Number of failed Implants and success rate of each
group.
Group 1
Failed implant/
total implants
Success rate

립 후 2개월 시점에서 제거되었으며, 같은 부위에 ITI (4.8×12 mm)

Group 2

Group 3

Group 4

1/113

2/78

1/29

0/43

99.1%

97.4%

96.6%

100%

BP를 복용하였던 모든 환자(Group 3, 4)에서 BRONJ의 증상은
관찰되지 않았다.

고

찰

최근 고령 인구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으며, 특히 여성에서 폐경 이
후 경구용 BP를 복용하는 경우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경
구용 BP의 급격한 사용량에 따라 치과의사는 임플란트 시술환자들 중
에서도 BP 복용환자를 쉽게 접하게 되는데, BP를 복용하는 환자에서
임플란트의 생존율 및 변연골 소실에 대해서는 연구가 부족한 실정이
다. 이전에는 골다공증은 임플란트 식립 금기사항 중에 하나로 고려되
었지만, 오늘날은 과거에 비해서는 덜 구애받는 편이다. 이는 임플란트
의 물성의 발달 역시 그 원인을 찾을 수 있겠지만, 전신적으로 골다공증
에 대처하는 치료방법의 발전 역시도 하나의 원인일 것이다.
임플란트를 계획하고 있는 환자에서, 전신질환으로 골다공증이 존
12)
재할 경우에 임플란트의 성공율에 영향을 줄 수 있다 . 남성과 여성

모두에서 35세 정도가 되면 골 소실이 시작하지만, 여성에서 폐경 후
13)
골 손실이 더욱 급격하게 진행된다 . 실제로 본 연구에서도 골다공증

으로 인하여 BP를 복용하는 환자의 대다수가 여성 환자였다(85.7%).
Fig. 1. Average marginal bone loss of each grou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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립된 임플란트의 안정성은 치조골의 미세구조의 영향을 받으며14), 골

다면 경구용 BP 환자에서 임플란트 식립이 금기가 아님을 확인할 수

다공증과 같은, 골 밀도가 감소하는 상황에서는 임플란트의 예후에 부

있다. 본 연구에서도 마찬가지로, 연구기간 도중에 임플란트 식립으

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로 인한 BRONJ는 관찰되지 않았다. 본 연구에서 흥미로운 2 case

이러한 골다공증과 연관되어 치과 분야뿐 아니라, 정형외과 분야의

중, 첫 번째 환자는 임플란트 식립 전 3년간 BP를 복용하였으며, 그 이

의료용 임플란트 역시 BP와 연관되어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 2005년

후 총 14개의 임플란트(상악 12개, 하악 2개)를 식립한 환자가 있었는

Kurth 등은, 난소 절제술을 시행하여 골 감소증을 유도한 백서모델에

데, 본 환자에서는 어떠한 BRONJ의 증거가 관찰되지 않았다. 또한

서 BP (Ibandronate)를 투여한 이후, 대퇴골에 의료용 임플란트를

두 번째 case는 총 16개의 임플란트(상악 10개, 하악 6개)를 식립하

식립하고 연구한 결과, 실험군의 임플란트 주변의 골 접촉 면적이 대조

였지만, 역시 BRONJ의 증거는 관찰되지 않았다. 두 case 모두

15)

군에 비하여 증가된다고 보고하였다 . 또한 비슷한 연구로 2008년

BRONJ가 공론화 되기 이전인 2003∼2004년 사이에 식립되었으

Gao 등 역시, 임플란트 표면에 BP (Zoledronic acid) 처리한 의료

며, 현재까지 아무런 불편사항 없이 잘 유지되고 있다. 이와 연관되어

용 임플란트를 백서의 경골에 식립 후에 micro CT를 촬영한 결과,

Mavrokokii 등은 alendronate 복용 시 BRONJ의 발병율은 0.01

BP 처리를 시행한 그룹에서 더 치밀한 골 소주가 관찰된다고 보고하였

9)
∼0.04%로 보고하였다 . 이와 연관되어 Heufelder 등은 BP를 복

16)
다 . 또한 실제 사람 모델에서도 폐경 후 BP (Alendronate)를 복용

용하는 환자에서 보존적인 외과적 처치와 더불어, 충분한 일차 봉합을

하면, 골 소실을 방지한다는 보고도 존재하며, 복용 용량이 많을수록

24)
시행하는 경우, BRONJ가 발생할 가능성은 낮다고 보고하였다 . 이

17)
bone mineral density가 더 많이 증가한다고 보고하는 등 , 분명

는 임플란트 수술에서도 마찬가지였으며

BP 골밀도를 향상 시키는 큰 능력을 갖는 약물이다.

주로 충분한 일차봉합을 시행하는 2 stage로 진행하였으며, 1 stage

본 연구의 Group 3과 4의 모든 환자들은 골다공증으로 BP를 복용
하였다. 결과상에서 정상 대조군인 Group 1과 비교시 유의한 차이가

21)

본 연구의 모든 환자들은

으로 시행한 경우에도, 충분한 primary closure를 시행하였고, 추
후의 BRONJ는 발생하지 않았다.

관찰되지는 않았다(p＞0.05). 골다공증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2년간

본 연구의 제한 점으로는 연구에 포함된 전체 임플란트의 숫자가 부

의 변연골 소실이 더 작다는 것은 분명 복용중인 BP가 효과가 있다고

족하다는 점이다. 또한 과거의 자료를 진료 진료기록부와 방사선 사진

해석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골다공증이 있음에도 변연골 소실양과 실

만을 통하여 취득할 수 밖에 없었다는 점, 조사 기간이 2년에 그쳤다는

패율은 정상 그룹보다 낮았으며, 당뇨 그룹과 비교하여서는 더 많이 차

점이 있다. 또한 임플란트의 예후를 결정하는 인자로서 지대주의 종류,

이가 나는 것으로 보아, 분명 BP를 복용하는 골다공증 환자들에서 BP

보철물의 형태, 재료, 고정체의 길이, 직경, 골질에 대한 연구는 따로 진

는 성공율에 긍정적인 효과가 있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에 모

행하지 않았다. 이러한 사항들을 추가한 연구가 함께 더 이루어져야 할

든 그룹에서 실패한 4 case 모두 구치부에서 발생하였다. 본 연구에 포

것으로 사료된다.

함된 총 임플란트 개수가 많지 않다는 단점이 있어서 그대로 적용하기
엔 무리가 있을 수 있지만, 구치부의 경우 교합력에 의한 측방력, 측방

결

론

균형간섭, 더 강한 교합력, 적절한 골량의 부족 등에 의하여 원인이 있
을 수 있다는 보고가 있다.

본 연구에서는 BP를 복용하는 골다공증 환자에서 임플란트의 생존

BP를 복용하는 환자에서 항상 Bisphosphonate related os-

율 및 변연골 소실에 대하여 정상 환자와 당뇨 환자와 비교하여 연구하

teonecrosis of the jaw (BRONJ)의 가능성은 염두 해두어야 한다.

였다. 그 결과, 실험군과 대조군과의 유의한 차이는 관찰되지 않았다.

18)

2003년 Marx 가 처음 보고한 BRONJ는 현재 치의학 분야의 큰 화

하지만 당뇨 환자군과 비교시에는 BP 복용 그룹에서 더 적은 변연골

두로 자리잡고 있다. 현재 BRONJ를 진단 하기 위한 다양한 시도들이

소실이 관찰되었으며(p＜0.05), BP 복용 그룹에서 BRONJ는 관찰

존재하지만, 명확한 방법은 정립되지 않은 상태이다. 하지만,

되지 않았다.

BRONJ는 주로 정맥주사 제재로 투약 받는 환자에서 발생 가능성이
더 높으며

19,20)

, 경구용 BP를 복용한 경우에서는 그 비율이 낮다고 보

고되는데, 2006년 Jeffcoat 등은 25명의 환자 102개의 임플란트에
대한 연구에서 실패한 임플란트가 없었으며, 또한 BRONJ의 발생이
21)
없음과 더불어 치조골 소실이 감소함을 동시에 보고하였다 . 2007

년 Fugazzotto 등은 61명의 환자 169개의 임플란트에서 BRONJ
22)
가 없음을 , 2008년 Grant 등은 115명의 환자 468개의 임플란트에
23)
서 BRONJ가 없음을 보고하는 등 , 다양한 연구에서 경구용 BP와

임플란트 식립과의 안전함에 대하여 서술하였다. 모두 BP 복용기간
은 평균 3년 내외였다. 이러한 이전의 연구들과 더불어 본 연구를 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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