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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mplants in the anterior region should be as functionality and aesthetically acceptable as
posterior implants. This study examined the success rates and survival rates of an anterior
implant according to surgical method. Total 98 patients (53 males, 45 females, mean age 49.47
years) had missing teeth in the anterior region and 148 implants were installed from October
2003 to January 2017. During the mean follow - up period of 244 weeks after prosthesis
insertion, clinical and radiologic examinations were performed to evaluate the complications
and implant survival rate. Radiographically, marginal bone loss was analyzed. The healing
period after implant placement ranged from 0 to 68 weeks and the average healing period was
18.54 weeks. Complications occurred in 25 out of 148 implants. Complications were mainly
labial thread exposure, cervical gingival recession, interdental papillary loss, and labial bone
loss. Implant osseointegration failure was encountered in 2 cases of placement in the one stage
procedure (survival rates: 98.64%). After prosthetic loading, of the 148 implants, 72 had no
marginal bone loss and 76 had marginal loss of 1.12 mm. The implant placement in the esthetic
region was evaluated clinically. The failure of implant osseointegration was not correlated
significantly with the healing period after implant placement. However, due to the failure of
osseointegration in the one - stage method, special attention should be paid to implant placement
in the anterior esthetic zo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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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론
상하악 전치부와 같이 심미적인 영역에서 한 개 또는 그 이상의 치아가 결손된 경우 임플란트로 수복
하는 것이 하나의 방법이다. 하지만 성공적인 심미적 결과를 얻는 것은 매우 어렵다. 단순한 외상에 의
하여 치아가 파절되거나 소실된 경우에는 주변의 경조직과 연조직이 충분하기 때문에 예후가 좋으나,
치주염이 있는 부위이거나 해부학적인 한계가 있는 경우에는 만족할 만한 심미성을 얻기 어렵다. 구치
부의 경우 임플란트 식립 시 주 목적은 기능성으로, 교합과 저작 기능이 회복된다면 성공적인 임플란트
라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전치부는 절단 등의 기능적인 면보다는 심미성에 더 초점을 맞추는 것이 필요
하다. 특히 상악 전치부는 좁은 치조제, 협측 언더컷과 같은 불리한 해부학적 조건이 존재하며, 외상과
감염에 취약하기 때문에 치조골 흡수가 발생하기 쉬우며, 이 경우 연조직의 상실을 동반하게 되어 비심
미적인 결과가 나타나기 쉽다. 심미적인 영역에서의 임플란트 식립은 올바른 진단 과정과 적절한 치료
계획의 수립, 및 숙련된 술식이 필요하다1.
임플란트의 식립 방식은 크게 발치 후 식립 시기, 1회법과 2회법, 골이식 동반 여부 등에 의해 구분
된다. 발치 후 식립 시기에 따라서는 즉시, 조기, 지연 식립으로 구분할 수 있다. 즉시 식립은 발치 후 즉
시 임플란트를 식립하는 것이고, 조기 식립은 발치 4-8주 후 임플란트를 식립하는 것이며, 지연 식립은
발치 6개월 후 임플란트를 식립하는 것이다2. 회법에 따라서는 임플란트 식립과 동시에 치유지대주를
연결하는 1회법과 임플란트 식립 후 몇 개월 간 치유를 도모한 후 치유지대주를 연결하는 2회법으로
구분된다. 이 외에도 골이식 등의 부가적인 술식 동반 여부에 따라서도 구분할 수 있다. 또한, 골이식술
도 임플란트 식립 전에 미리 진행하는 경우와 식립과 동시에 진행하는 경우로 구분할 수 있다.
임플란트가 성공적으로 골유착을 이루었다고 하더라도 심미성은 결국 연조직의 영향을 받는다. 일
반적으로 골 이식술을 하는 경우 상방의 연조직 두께가 얇아지고 구강 전정도 얕아지는 경우가 많다.
또한 치아가 소실된 지 오래된 경우에는 골흡수에 따라 연조직 소실도 동반되게 된다. 연조직 외형이
적절해 보인다 하더라도 치은의 biotype에 따라 얇은 경우에는 연조직 이식술이 필요할 수도 있다3. 이
와 같이 심미성이 중요한 부위에서는 골유착 성공 여부 뿐만 아니라 술후 합병증으로 인한 골소실 및
연조직의 외형도 고려하여야 한다. 본 연구는 심미 부위에 식립된 임플란트의 후향적 연구를 통해 중장
기적인 예후를 평가하기 위해 시행되었다.

II. 연구재료 및 방법
본 연구는 2003년 10월부터 2017년 01월까지 분당서울대병원 치과 구강악안면외과에서 전치부에
부분적으로 치아 소실이 발생한 98명의 환자들을 대상으로 하였다. 98명 중 남자가 53명, 여자가 45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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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었으며 평균 연령은 49.47세였다. 총 98명의 환자에서 148개의 임플란트가 상하악 전치부에 식립되
었다. 148개의 임플란트 중 135개는 임플란트 식립 시 골이식을 동반하였으며, 13개는 골이식술 없이
임플란트만 식립되었다. 동반된 골이식술의 종류로는 치조능 증대술, 골유도재생술, 비강저증대술 등
이 있었다. 임플란트 보철물 장착 후 평균 244주의 경과 관찰 기간 동안 임상적 검사와 주기적인 방사
선 사진 검사를 통해 합병증 및 임플란트의 성공률과 생존율을 분석하였고, 방사선 사진상 변연부 골소
실에 대한 분석을 실시하였다.

III. 연구결과
임플란트 식립 후 치유기간은 0주부터 68주로 평균 치유기간은 18.54주였다. 경과 관찰 기간은 12
주부터 최대 571주로 평균 244주였다. 총 148개의 임플란트 중 25건의 임플란트에서 술 후 합병증이
나타났다. 합병증은 순측 임플란트 나사산 노출이 가장 많았고, 치은 퇴축, 치간유두소실, 순측 누공,
피질골 천공, 골유착 실패 등이 있었다(Table 1).

Table 1. Complications after Implant placements
Types

Number

Labial threads exposure

13

Cervical gingival recession

3

Loss of interdental papillae

3

Labial gumboil

2

Penetration of labial side

2

Osseointegration failure

2

Sum

25

Sang-Yun Kim et al. : Clinical Evaluation of the Implants which were installed in Esthetic Area: Retrospective Clinical Study. Implantology 2017

임플란트 골유착 실패는 1회법으로 식립한 사례에서 2건이 조사되어 98.64%의 생존율을 보였다.
실패한 2개의 임플란트를 제외하고는 모두 비가역적인 합병증 없이 마지막 내원까지 만족스러운 결과
를 보여 전체적으로 98.64%의 생존율을 보였다. 실패한 증례를 살펴보면, 71세 여환에게 상악 중절치
부위에 임플란트를 1회법으로 식립하였으며, 322주간 경과 관찰하던 중 임플란트가 자연탈락되어 재
식립을 시행하였다. 다른 증례는 30세 남환으로, 마찬가지로 상악 중절치 부위에 임플란트를 1회법으
로 식립하였으나, 식립 후 첫 1년 내에 변연골 소실이 2 mm 이상으로 발생하면서 골유착이 실패되어
재식립을 시행하였다. 임플란트 식립 후 평균 18.5주 후에 보철적 하중을 부여하였고, 총 148개 중 72
개에서는 변연부 골소실이 없었으며, 76개에서는 평균 1.12 mm의 변연부 소실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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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Korean Academy of Oral & Maxillofacial Implantology Vol. 21, No. 4, 2017

IMPLANTOLOGY

IV. 고찰 및 결론
임플란트의 식립 방식은 발치 후 식립 시기에 따라 immediate, early, late placement로 구분할 수 있
다. 발치 후 첫 2-3년 동안 보통 골조직의 높이는 40-60%가 흡수되고, 폭경은 5 mm 이하로 좁아지게
된다. 즉, 발치 후 치조골 소실은 높이보다 폭경의 소실이 더 큼을 의미한다. 특히 발치 후 치조골 협측
이 설측보다 흡수량이 많으며, 상악이 하악보다 흡수량이 많다. 따라서 전치부와 같은 심미적인 부위
에서는 골소실을 최소화하기 위해 발치 후 즉시 임플란트 식립이 추천된 바 있었다4-7. 그러나 최근엔
발치 후 즉시 임플란트를 식립하는 것이 경조직과 연조직 소실을 방지하지 못한다는 의견이 제시되었
으며 심미적인 부위에서는 오히려 임플란트를 단계별로 식립하는 것이 더 좋다는 주장들이 제기되고
있다. 기존 연구에서 이미 발치 후 즉시 임플란트 식립의 생존율이 95% 이상으로 예지성 있는 치료임
이 증명되었다. 하지만 발치 후 즉시 임플란트 식립의 생존율이 높다고 해서 성공률도 높다는 의미는
아니다. 성공적인 골유착을 얻어 임플란트가 생존했다고 하여도 비심미적인 면 등의 이유로 환자가 만
족하지 못한다면 이는 성공적인 임플란트라고 할 수 없다. 기존 연구에서 발치 후 즉시 식립 1년 후 평
균 치은 퇴축량은 0.75 mm 이고, 많게는 1 mm 이상도 발생한다고 보고하였다8-11. 협측 치조골이 흡수
되면 치조제 결손뿐만 아니라 임플란트의 금속 표면이 노출되어 심미적인 문제를 야기하게 된다. 따라
서, 성공적인 발치 후 즉시 임플란트 식립을 위해서는 골유착 등의 기능적인 면뿐만 아니라 보철적 하
중 부여 후 연조직 형태 등의 심미적인 면도 고려하여야 한다.
임플란트 초기 안정성에 따라 즉시 하중, 조기 하중 및 지연 하중이 결정된다. 골질과 골량이 양호한
부위에 식립한 임플란트의 초기 안정성이 우수한 경우, 하악에서는 4-6주, 상악에서는 3-4개월 후부터
하중을 가할 수 있다. 하지만 초기 안정성이 떨어지는 경우에는 치유 기간을 더 늘려야 한다. 심미 부위
에서 즉시 혹은 조기 하중이 가능할 수도 있지만 실패 위험성이 통상적인 방법에 비해 더 높고 실패할
경우 심미적으로 심각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기 때문에 주의해서 선택해야 한다. 보철 하중 부여 후 초
기 실패의 가장 큰 원인은 과부하이다. 치유 기간이 부족한 상태에서 미리 하중을 가하게 되면 임플란
트와 유착된 미성숙골이 파괴되면서 임플란트의 실패로 이어지게 된다. 따라서 임상가의 판단하에 적
절한 치유 기간을 부여해야 하며, 보철 수복 후에도 초반 1년간은 임플란트의 실패 위험이 높음을 주지
하고 주기적인 검진을 통하여 계속 확인하여야 한다12.
골이식과 임플란트 식립을 동시에 하는 것의 안정성에 대해서는 아직도 이견이 많다. 골이식 후 4개
월 이상 기다린 후 임플란트를 식립하는 방법은 안정성이 높으며 술 후 감염에 의한 임플란트 실패 가
능성을 줄일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치료 기간이 오래 걸리고 오히려 골 이식 후 오랜 기간 무기능 상
태로 있음으로 인해 치조골의 흡수가 일어날 수 있다는 단점이 있다. 골이식과 임플란트 식립을 동시에
시행하는 방식은 치료 기간이 단축되고 수술이 1회로 끝난다는 장점이 있으나, 술후 감염의 위험성이
높고 이식한 골편의 흡수량을 예측할 수 없어 안정성이 떨어진다는 단점이 있다. 하지만 안정성은 숙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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된 술식과 올바른 식립 위치 및 방법으로 어느 정도 해결할 수 있으며, 감염의 위험성은 상부 연조직의
완벽한 일차 봉합을 통하여 줄일 수 있다. 따라서 구치부에서는 가능하다면 골이식과 임플란트 식립을
동시에 하는 것이 추천되나, 전치부와 같이 심미성이 요구되는 부위에서는 단계별 접근법을 선택하는
것이 바람직하다13.
임플란트의 디자인에 의해서도 임플란트의 골유착 성공에 영향을 받을 수 있다. 예를 들어 상악 구치
부와 같이 골질이 불량한 부위에서는 straight implant보다는 tapered implant가 추천된다. Tapered
implant는 straight implant에 비해 식립 과정에서 골 치밀화 효과가 뛰어나며, 주변골로 응력 분산을
더 많이 할 수 있다. 또한 최종 드릴링 후 임플란트의 초기 진입이 좋으며 식립 시간도 단축시킬 수 있
다. 치열의 crowding이 심한 경우 인접치 치근 손상 위험성도 줄일 수 있으며, 치조골의 폭경이 협소한
경우에도 근첨부에서 협측으로 골천공이 발생되는 빈도를 줄일 수 있다. 마지막으로 측방 소주골 압축
효과가 있어 우수한 초기 고정을 얻을 수 있다14.
치은의 biotype 또한 주요 고려 대상이다. 치은의 biotype은 단순한 탐침만으로도 파악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하방의 치조정의 형태도 쉽게 파악할 수 있다. Thin biotype의 경우 bone scallope이 더 심하
며, 순측 치은에 probe를 삽입하였을 때 probe가 약간 비쳐 보인다. 반면 Thick biotype의 경우 순측 지
은에 probe를 삽입하여도 비쳐 보이지 않으며, 이러한 경우 치간유두를 잘 유지할 수 있다15,16.
전치부 임플란트의 심미성을 평가하기 위한 척도로 여러 기준이 제시되고 있다. Belser 등에 의하면
심미성을 평가하는 기준으로 pink esthetic score (PES)와 white esthetic score (WES)로 구분할 수 있
다. 각각 평가 점수는 10점을 만점으로 하였고 심미적 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최소 점수를 6점이라고
하였다. PES는 mesial papilla, distal papilla, curvature of facial mucosa, level of facial mucosa, root
convexity/soft tissue color and texture의 5가지 요소를 평가하였다. WES 역시 tooth form, tooth
outline and volume, color (hue and value), surface texture, translucency 등 5가지 요소를 평가하였다.
합계가 10점이 가장 이상적인 상태이고 6점 이상이면 임상적으로 받아들일 만하다고 평가하였다17-20.
이처럼 심미 영역에서의 임플란트의 평가에는 다양한 기준이 있다. 본 연구에서는 임플란트의 생존율
과 성공률이 98.64%를 보이면서 평균 1.12 mm의 변연부 소실을 보였다. 전체 중 2개의 증례에서 골유
착 실패가 발생하였다. 실패한 증례를 살펴보면, 71세 여환에게 상악 중절치 부위에 임플란트를 1회법
으로 식립하였으며, 322주간 경과 관찰하던 중 임플란트가 자연탈락되어 재식립을 시행하였다. 다른
증례는 30세 남환으로, 마찬가지로 상악 중절치 부위에 임플란트를 1회법으로 식립하였으나, 식립 후
첫 1년 내에 변연골 소실이 2 mm 이상으로 발생하면서 골유착이 실패되어 재식립을 시행하였다. 실패
한 두 증례 모두 1회법으로 임플란트를 식립하였으며, 하중 부여 시기도 다른 증례들에 비하여 짧았고,
식립 초기에 임플란트의 협측 골 폭경이 얇아 나사산이 비춰 보이거나 노출되어 골이식술을 동반하였
다. 이로 보아, 협측 골소실 및 빠른 하중 부여 시기로 인하여 골유착이 실패된 것으로 보인다. 71세 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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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의 경우 임플란트의 유지 관리를 위한 내원 횟수가 점차적으로 감소되어 식립 322 주 후 임플란트가
자연 탈락되어 내원하였다. 전체적으로 평균 1.12 mm의 변연부 소실을 보였고, 이 중 변연골 소실이
많게는 6 mm까지도 나타났는데, 이는 식립한 임플란트의 종류가 external hexa type이고, 조기 하중
부여에 의한 초기 골흡수에 영향을 받았을 것으로 여겨진다. 전체 합병증 중 가장 많이 발생한 것은 순
측 나사산의 노출이며, 이는 식립 시 임플란트의 각도 및 위치가 협측으로 치우쳐지거나, 해부학적 구
조 상 상악 치조골의 순측의 함몰 부위가 존재한다는 점, 유지 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아 발생한 임플란
트 주위염 등에 의한 추가적 골소실 등이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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