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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요약 
 

하악 제 1,2 대구치를 대체하는  

단일 임플란트간의 성공률 비교  
 

 

< 지도교수 조 규 성 > 

 

연세대학교 대학원 치의학과 

 

이 항 빈 

 

 

골유착 임플란트에 의한 수복 치료가 많은 무치악 환자에 있어서 양호한 

결과를 나타내었고 부분 무치악 환자에서도 양호한 결과가 보고되었으며(Jemt, et al. 

1989, 유 등. 2002) 최근에는 단일 치아 결손의 치료 방법으로 확장되어 신뢰할 

만한 결과가 보고 되고 있다. 그러나 단일 임플란트를 사용하여 성공적인 결과를 

보고하는 문헌들은 주로 전치부 치아를 대체하는 임플란트를 대상으로 하며 

구치부 단일 임플란트를 대상으로 한 문헌은 많지 않다. 그리고 단일 구치를 

대체하는 임플란트에 관한 문헌들도 그 수복 대상이 상,하악에 걸쳐 있으며 

부위도 제1소구치부터 제2대구치까지 다양하다. 하지만 상악과 하악의 골질의 

차이와 구치부 후방으로 교합력이 증가하는 점을 감안할 때 부위에 따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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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플란트의 성공률은 다를 수 있다. 

본 연구의 목적은 하악 제2대구치 부위를 대체하는 단일 임플란트와 하악 

제1대구치 부위를 대체하는 단일 임플란트의 성공률과 골 소실량을 비교 

분석하는 것이다 

1997년 1월부터 2001년 5월까지 연세대학교 치과대학 병원에서 임플란트 

치료를 받은 628명의 환자 중, 하악 제1대구치 부위에 단일 임플란트 치료를 받은 

환자 20명과 하악 제2대구치 부위에 단일 임플란트 치료를 받은 환자 24명을 

대상으로 한 연구 결과는 다음과 같았다. 5년 동안의 누적 성공률은 하악 

제1대구치 부위에 단일 임플란트 치료를 받은 군에서 100%였으며, 하악 

제2대구치 부위에 단일 임플란트 치료를 받은 군에서는 70.37%였다. 보철물 

장착시를 기준으로 하여 식립 부위 차이에 따른 골소실량은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이상의 결과를 통하여 통해 하악 제1대구치 부위에 단일 임플란트 식립은 

우수한 치료 방법이며, 하악 제2대구치 부위에 단일 임플란트 식립은 골량과 골질 

그리고 과부하를 고려하여 식립하여야 하겠다. 

                                                                     

핵심되는 말: 단일 임플란트, 성공률, 구치부 단일 임플란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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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악 제1,2 대구치를 대체하는  

단일 임플란트 간의 성공률 비교 

 

(지도교수 조 규 성) 

연세대학교 대학원 치의학과 

이 항 빈 

 
 

I. 서론 

 
Bränemark이 완전 무치악 환자를 대상으로 골유착 임플란트에 의한 수복 치료를 

소개한 이후(Bränemark, 1983) 많은 무치악 환자에 있어서 양호한 결과를 

나타내었고(Adell, et al. 1990) 부분 무치악 환자에서도 양호한 결과가 

보고되었으며(Jemt, et al. 1989, 유 등. 2002) 최근에는 단일 치아 결손의 치료 

방법으로 확장되어 신뢰할 만한 결과가 보고 되고 있다(Becker, et al. 1995, Cordioli , 

et al. 1994, Gunne, et al. 1994). 단일 임플란트 치료는 임플란트 환자의 약 28%를 

차지하며(홍 등. 2002), 장점으로는 인접치를 보존하고 고정성 국소의치나 가철성 

국소의치가 가지는 변연 적합성과 치주질환 유발등의 잠재적인 문제점들을 어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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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도 해결하고 있다(Hass, et al. 1995, Jemt, et al. 1991, Sharifi, et al. 1994, Jemt, et al. 

1991)  

그러나 단일 임플란트를 사용하여 성공적인 결과를 보고하는 문헌들은 주로 

전치부 치아를 대체하는 임플란트를 대상으로 하여 심미적인 면을 강조하고 

있으며 기능적인 측면이 중요한 구치부 단일 임플란트를 대상으로 한 문헌은 

많지 않다.  

Sullivan은 Bränemark 임플란트의 표준 직경 임플란트를 사용하여 상실된 단일 

구치를 대체하는 치료의 합병증으로 14%의 임플란트 파절을 보고했고 이것은 

바람직한 치료가 아니라고 결론지었다(Sullivan. 1994). 이러한 이유로 Rangert등은 

임플란트 몸체가 교합력을 더 잘 견디게 하기 위해, 더 넓은 직경의 임플란트를 

사용하거나 하나의 대구치를 대체 수복하기 위해서는 임플란트의 수를 늘려야 

한다고 제안 하였다(Rangert, et al. 1995). 한편, Devorah등은 구치부에서 표준 직경 

임플란트와 장폭경 임플란트를 함께 사용하여 78개의 단일 임플란트 수복을 통해 

5년 동안 92.3%의 높은 누적 성공률을 보고하였다(Devorah, et al. 1999). 

그러나 단일 구치를 대체하는 임플란트에 관한 문헌들도 그 수복 대상이 상, 

하악에 걸쳐 있으며 부위도 제1소구치부터 제2대구치까지 다양하다. 하지만 

상악과 하악의 골질의 차이와 구치부 후방으로 교합력이 증가하는 점을 감안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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때 부위에 따른 임플란트의 성공률은 다를 수 있다. 

특히 하악 제2대구치 부위는 전방유도 교합형태에서 측방 균형간섭을 가장 잘 

일으키며(Yurkstas. 1954) 제1대구치 부위보다 10%이상의 교합력이 더 

발생하고(Mansour. 1974) 이 부위의 골이 덜 치밀하기 때문에, 하악 제2대구치를 

대체하는 단일 임플란트는 임상적으로 실패를 경험하였고 이에 대한 객관적인 

자료 검증이 필요하다고 생각되어져 왔다.  

본 연구의 목적은 하악 제2대구치 부위를 대체하는 단일 임플란트와 하악 

제1대구치 부위를 대체하는 단일 임플란트의 성공률과 골 소실량을 비교 

분석하는 것이다 

 

 

  



4 

 

II. 재료 및 방법 

 

1. 연구대상 

 

1997년 1월부터 2001년 5월까지 연세대학교 치과대학 병원에서 임플란트 

치료를 받은 628명의 환자 중, 상실된 하악 제1대구치 부위에 단일 임플란트 

치료를 받은 환자 20명(1군)과 하악 제2대구치 부위에 단일 임플란트 치료를 받은 

환자 24명(2군)을 대상으로 하였다(Table 1). 

1군 환자들은 상실 치아의 양쪽 인접치가 건전하게 존재하였고, 2군 환자들은 

하악 제1대구치는 건전하였으며 하악 제3대구치는 존재하지 않는 상태였다. 1군 

환자들은 각 환자들이 한 개의 단일 임플란트 치료를 받았으나 2군에서는 한 

환자가 두 개의 단일 임플란트 치료를 양쪽에 각각 받은 경우가 있어서 24명의 

환자에게 모두 27개의 단일 임플란트를 대상으로 하였다. 

본 연구에서 42개의 Bränemark 임플란트, 4개의 3i 임플란트, 1개의 ITI 

임플란트를 대상으로 하였다(n=47). Bränemark 임플란트와 3i 임플란트 대상 

환자들에게는 2단계 접근법을 이용하여 식립을 하였으며 ITI 임플란트 대상 

환자에게는 1단계 접근법을 이용하여 식립하였다. 시술상의 요건으로 골 삭제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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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열 방지, 조심스런 조직 처치, 부하가 가해지지 않는 치유기간 등 Bränemark에 

의해 발표된 원칙에 의거하여 시술하였다. 환자의 해부학적 상황에 맞는 

임플란트의 직경과 길이를 결정하였다(Table 2). 

2단계 접근법을 이용한 식립은 임플란트 일차 수술을 하고 4-6개월 후에 이차 

수술을 시행하였으며 2주간의 연조직 치유기간을 거친 뒤 보철 지대주를 

연결하고 보철물을 장착하였다. 1단계 접근법을 이용한 식립은 임플란트 일차 

수술을 하고 약 5개월의 치유기간을 거친 뒤 보철 지대주를 연결하고 보철물을 

장착하였다. 이 환자들은 적어도 1년에 1회 이상 주기적 내원시 치태조절과 임상 

및 방사선 사진 검사를 받았다.  

임플란트 식립부위에 대한 골질과 골량에 대한 평가는 Lekholm과 Zarb의 

기준에 의해(Lekholm, et al. 1985) 일차 수술 때 골 삭제시 측정하였다(Table 3). 

악골의 횡단면 형태에 따라 골량은 5가지 군으로 분류할 수 있으며, 골질 

평가는 4가지 군으로 분류할 수 있다. 임플란트가 식립된 부위의 골질은 II와 III가 

주를 이루었다. 

정기 검진은 1년에 1회 이상 정상적으로 이루어지고 44명의 환자에서 탈락된 

환자는 없었다(Figure 1). 

평균 검진 기간은 1군과 2군 모두 보철물 장착 후 26개월이었으며 1년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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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년 기간 동안 검진을 받고 있었다(Table 4). 

2 연구방법 

 

1) 누적 성공률 

골유착 임플란트의 성공기준은 다음과 같은 기준으로 결정한다. (1) 각 

임플란트가 임상 검사시 동요도가 없을 것, (2) 방사선학적으로 임플란트 주위 

조직의 방사선 투과상이 없을 것, (3) 임플란트 매식 첫 1년 내 1mm 이하, 매년 

0.2mm 이하의 수직골 소실이 있을 것, (4) 통증, 감염, 감각 이상, 하악관 손상과 

같은 지속적이고 비가역적 증상이나 징후가 없을 것. 

누적 성공률(Cumulative success rate)은 life-table technique을 이용해 계산한다(Buser, 

et al. 1997) 

 

2) 변연골 소실 측정 

초점-피사체간 거리가 16inch인 장관 평행 촬영법으로 모든 임플란트 매식체를 

구내 촬영한다. 식립시, 보철물 장착 후 매년 1회 촬영을 시행한다. 이는 

자동현상기에 의해 현상한다. 촬영된 사진은 slide입력 가능한 scanner(Hewlet 

Packard Photosmart S20)를 이용하여 해상도 600dpi, 256 gray scale로 입력한 후, 

개인용 컴퓨터(Pentium 3, IBM호환)에서 각각의 방사선 사진을 디지털 이미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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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였다. 

각 임플란트 매식체와 임플란트 지대주 원주의 연결부위를 측정 기준점으로 

하고 변연골 높이는 임플란트-변연골 경계부의 흡수된 변연골 양상 중 최하방 

기저부로 정하여 그 차이를 1024X768 pixels 해상도의 모니터(15inch TFT)에서 

ACDSee(V4.0)을 이용하여 0.05mm의 변연골 소실까지 계측하였다. 각 측정 값은 

근-원심부에서 측정되며 그 평균치를 택하였다. 각 방사선상의 측정 오차를 

감안하여 임플란트 나사(thread)를 기준으로 방사선상과 실측 비를 얻어 

비례식으로 환산하였다(Figure 2). 

 

3).통계학적 분석 

본 연구에서는 보철물 장착 후 1년 간격으로 임플란트의 변연골 소실량을 

분석하였다. Wilcoxon rank sum test를 이용하여 1군과 2군의 각 기간별 측정값의 

유의차를 검사하였다(P<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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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I. 결과 

1. 누적 성공률 

 

5년 동안의 누적 성공률은 1군에서 100%였으며 2군에서 70.37%였다(Table 5).  

정기 검진 기간 동안 1군에서는 실패가 없었으며 2군에서 총 27개의 임플란트 

중 8개(29.6%)의 실패가 일어났다. 8개의 실패 중 2개는 보철물 장착 전에 일어났

으며 6개는 보철물 장착 후에 일어났다(Figure 3). 보철물 장착 전에 일어난 2개의 

실패 중에 1개는 식립 직후에 환자가 감각 이상을 호소 하였으며 식립 후 24개월

이 경과한 현재 내원 시점까지 많이 감소하였으나 여전히 약간의 감각 이상을 호

소하였다. 방사선적으로는 임플란트와 하악관까지의 거리가 약 2mm 유지되고 있

는 상태였다. 또 1개의 보철물 장착 전 실패는, 식립하고 약 1개월 후에 감염 때

문에 제거하였다. 보철물 장착 후에는 6개의 임플란트가 실패하였는데 그 중 4개

는 보철물 장착 후 일년 이내에 골 유착이 상실되어 동요가 일어났고 1개는 보철

물 장착 후 2.4년 후에 골 유착이 상실되어 동요도가 일어났으며 이 환자는 최근

에 딱딱한 음식을 씹었다고 진술하였다. 또 1개의 임플란트는 식립 후 3.9년 후에 

임플란트 몸체 파절이 일어났으며 이 임플란트의 직경은 3.75mm였다(Table 6). 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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패한 임플란트의 길이는 모두 10mm 이상이었으며 직경은 장폭경이 6개(2군에서 

21개 식립), 표준직경이 2개(2군에서 6개 식립)였다. 실패한 임플란트가 식립된 부

위의 골질은 대부분 2급과 3급이었으며 1개의 임플란트는 4급이었다.(2군에서는 

골질이 4급인 임플란트는 3개) 

 

2.변연골 소실 

 

보철물 장착 후 각 군에서 검진 기간에 따른 임플란트 골 소실량의 평균과 표

준편차를 구하였다(Table 7). 보철물 장착시를 기준으로 하여 1군에서는 1년 후 

0.30mm, 2년 후 0.38mm의 골 소실을 보였고 2군에서는 1년 후 0.27mm, 2년 후 

0.45mm의 골소실을 보였다. 2년간의 골소실량을 측정한 결과 1군과 2군의 유의한 

차이는 없었다(p>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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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V. 고찰 

하악에서 제2대구치가 결손 되었을 때 반드시 수복해야 하는가 하는 것은 

기능적 측면에서 보았을 때 논의의 여지가 있다. 왜냐하면, 저작 효율의 90%가 

하악 제1대구치 근심 1/2전방에서 발생하므로 기능적으로 제2대구치가 저작에 

크게 기여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교합 변화 방지 측면에서 볼 때 대합치의 

정출을 방지하고 교합지지 확립을 위해서는 결손된 하악 제2대구치 부위에 

임플란트를 식립하는 것이 치료 방법이 될 수 있다. 

제2대구치 결손을 수복하기 위해 한 개의 임플란트를 사용하는 방법과 두개의 

임플란트를 사용하는 방법이 있으며 Balshi는 하나의 구치를 수복하는 치료로서 

두 가지 방법 중에 두 개의 임플란트를 사용하는 것이 생역학적으로 좋다고 

하였다(Balshi, et al. 1996). 하지만 한 개의 임플란트를 사용한 방법이 더 성공률이 

낮은 것은 아니었으며 (3년 누적 성공률 99%) 나사 풀림의 문제만이 더 빈번하게 

일어났음을 보고하였다. 제2대구치 결손시 후방의 retromolar pad가 해부학적인 

제한이 될 수 있으며 환자의 경제적인 형편도 임플란트의 개수를 결정하는 

요인이 될 수 있기 때문에 항상 두 개의 임플란트 식립이 가능한 것은 아니며 이 

부위에 한 개의 임플란트를 식립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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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본 연구는 하악 제1대구치 부위의 단일 임플란트와 하악 제2대구치 

부위의 단일 임플란트의 성공률과 골 흡수 양상을 비교하여 대구치 부위에 단일 

임플란트 치료의 효과를 보고하고 하악 제1대구치와 제2대구치 부위 간에 성공률 

차이가 있는지 비교 분석하였다. 

단일 치아 수복에 임플란트를 사용한 치료는 Jemt가 처음 소개하였으며 단일 

임플란트는 인접치를 삭제하지 않는 장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결손 부위의 

치료방법으로 사용되어 왔다(Jemt 1986). 그러나 인접 구조에서 지지를 받지 

못한다는 점에서 여러 개의 임플란트에 의해 지지되는 수복물보다 실패의 

위험성이 더 크다고 하였다(Romanos, et al. 2000).  

Lindh등은 1998년에 단일 임플란트에 대한 9개의 연구 결과들을 meta분석하여, 

총 570개의 임플란트에 대해 부하 후 평균 6년 동안 97.5%의 누적 성공률을 

보고하였다(Lindh, et al. 1998). 그러나 이 meta 분석 연구에 포함된 문헌들은 대부분 

전치부를 대체하는 임플란트를 대상으로 하였으며 구치의 치아를 대체하는 단일 

임플란트에 대한 문헌은 적은 편이다.  

Becker등은 상악, 하악에서 대구치를 대체하는 24개의 단일 임플란트를 이용한 

연구에서 1년 생존률을 95.7%로 보고하였다. Schwartz-Arad등은 구치부에 78개의 

단일 임플란트를 식립하고 5년간의 누적 성공률을 92.3%로 보고하였다(Schwart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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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ad, et al. 1999). Romanos등은 Ankylos system을 이용하여 구치부에 58개의 단일 

임플란트를 식립하고 평균 부하 후 1.8년의 관찰기간 동안 96.5%의 누적 성공률을 

보고하였다. 

본 연구 결과 1년 성공률은 1군에서 100%, 2군에서 77.78%를 보였으며 5년 누적 

성공률은 1군에서 100%,  2군에서 70.37%였다. 1군의 성공률은 92.3%에서 

100%까지의 성공률을 보이는 최근의 다른 단일 임플란트 연구 결과와 유사하다. 

그러나 2군의 성공률은 70.37%로 1군이나 최근의 단일 임플란트에 관한 성공률과 

비교했을 때 낮은 수치를 보였다. 그리고 Albreksson등이 제시한 임플란트 성공의 

기준 중에 시술 5년 후 성공률이 85%이상이어야 한다는 항목을 만족시키지 

못하였다(Albreksson, et al. 1990). 

구치부에 단일 임플란트 치료시 생역학적으로 불리할 수 있음을 언급하였지만 

본 연구에서 하악 제 1대구치 부위에서 5년 누적 성공률로 100%를 보인 것은 이 

부위의 단일 임플란트 치료는 임상적으로 받아들일 만한 치료라고 생각되고 하악 

제2대구치 부위의 5년 누적 성공률이 70.37%인 것은 이 부위에서 단일 임플란트 

치료가 하악 제1대구치 부위보다 실패에 영향을 끼치는 더 불리한 점이 있는 

것으로 생각된다. 

하악 제2대구치 부위는 전방유도 교합형태에서 측방 균형간섭을 가장 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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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으키며, 제1대구치 부위보다 10%이상의 교합력이 더 발생한다. 그리고 이 

부위의 골이 하악 다른 부위보다 덜 치밀하며 수술적인 접근과 충분한 관주가 

어렵고 하치조 신경관과의 거리도 가까워서 충분한 임플란트 몸체의 길이를 위한 

충분한 골량의 확보도 어렵다. 또한 제1대구치는 인접 접촉을 통한 교합력 및 

회전력의 분산이 가능하지만 제2대구치는 후방치아가 없으므로 교합력에 의한 

측방력이 모두 임플란트 몸체에 가해지기 때문에(Askray, et al. 1999) 구치부 단일 

임플란트 중에서도 하악 제2대구치를 대체하는 단일 임플란트가 다른 구치부 

단일 임플란트보다 실패율이 높다고 생각할 수 있으며 본 연구의 결과는 이와 

같은 추론을 뒷받침한다. 

임플란트의 성공은 다음과 같은 여러 가지 요소의 상호 관계에 달려 있다. 

술자의 경험과 환자의 구강습관, 구강 위생, 임플란트 재료의 생체 적합성, 

임플란트 표면의 거시적, 미시적 성상, 임플란트 수여부의 상태, 수술방법, 적절한 

치유기간, 적절한 보철 디자인과 기능적 부하등의 요소가 있다. 실패한 

임플란트는 임상적으로, 감염적 실패와 외상적 실패 두 가지 양상으로 나눌 수 

있으며 감염적 실패는 대개 임플란트 식립과 이차 수술 사이에 일어나고 외상적 

실패는 보철물 장착 후 일어난다(Resenberg, et al. 1991). 

본 연구에서 모두 47개의 임플란트 중에 8개가 실패하였고 모두 2군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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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어났다. 그 중에 2개는 부하 전에 감염과 감각이상으로 실패하였고 나머지 

6개는 부하 후 실패하였다(Figure 2). 부하 후 실패한 6개의 임플란트는 이차 

수술시 perio test value가 -6에서 0까지의 값을 나타내었고, 동요를 보이지 

않았으므로 골유착이 일어났던 것으로 생각할 수 있다. 그러나 보철물이 장착되고 

부하가 가해진 후 임플란트 동요를 보였으며 이 때 주위 구강 위생은 비교적 

양호하였으므로 임상적으로는 외상적 실패로 분류할 수 있다. 부하 후 실패한 

6개의 임플란트 중 4개는 보철물 장착 후 1년 이내에 동요를 나타냈다. 그리고 

1개는 보철물 장착 후 2.4년 후에 동요가 나타났고 나머지 1개는 보철물 장착 후 

3.9년 후에 임플란트 파절(직경 3.75mm)이 일어났다. 

임플란트에 하중이 가해졌을 때 이 하중은 임플란트를 통해 주위조직으로 

전달된다. 골 구조의 힘은 골의 밀도와 관련이 있기 때문에 골질이 안 좋은 

부위는 견딜 수 있는 교합력이 그만큼 제한된다. 골이 견딜 수 없는 하중이 

가해진다면 골과 임플란트 사이의 골 유착이 파괴되어 결국 임플란트에 동요가 

생기고 실패하게 된다. 

하악 제2대구치 부위의 단일 임플란트에 큰 하중이 가해질 때 임플란트가 

성공적으로 유지되려면 임플란트는 그 하중을 주위 조직으로 적절히 잘 분산시킬 

수 있어야 한다. Borches등은 3차원 유한요소법을 이용하여 수직 및 측방하중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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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플란트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한 결과 주로 치조골정에 높은 응력이 발생했으며 

특히 측방력이 가해졌을 때 응력 집중이 가중됨을 보고했다(Borchers Reichart 1983). 

그리고 응력 분산에 임플란트의 직경, 몸체의 기하학적 형태, 나사선의 기하학적 

형태, 임플란트 길이, 임플란트 머리부분 디자인 근단부 설계, 표면 처리 등이 

영향을 미친다. 본 연구에서 동요를 보이는 5개의 임플란트 중 4개가 장폭경 

임플란트였다. 장폭경 임플란트가 표준폭경 임플란트보다 표면적이 증가함으로써 

하중을 주위조직으로 분산시키는데 더 유리한 것은 사실이지만 하악 제2대구치 

부위에 식립된 27개의 임플란트 중에 장폭경 임플란트는 21개였으며 6개의 

장폭경 임플란트가 실패( 29% 실패)하였으므로 하악 제2대구치 부위에 일반적으로, 

단독으로 사용하기에는 부족한 것으로 사료된다. Eckert등은 장폭경 임플란트의 

성공률을 76%로 보고하였으나(Eckert, et al. 2001) 본 연구의 1군에서는 17개의 

장폭경 임플란트가 모두 성공하였으므로 하악 제2대구치 부위에서 실패의 

위험성을 고려하여야 할 것이다. 

 본 연구에서, 직경이 3.75mm인 표준 임플란트는 모두 2개가 식립 되었는데 

1개는 부하 후 3.9년 후에 임플란트 파절이 일어났으며 다른 1개는 부하 후 3개월 

후에 동요가 생겨서 2개 모두 실패하였다. 이 결과는 Sullivan이 표준 직경 

임플란트를 사용하여 상실된 단일 구치를 대체하는 치료는 바람직한 치료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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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니라는 보고와 유사한 결과를 얻었다. 3.75mm의 표준 직경 임플란트를 

구치부위에 단일 임플란트 치료로 사용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적용하기에는 

임플란트 몸체 자체의 강도도 부족하고 부하를 주변 골로 분산시키는 면에서도 

적당하지 않은 것으로 사료된다. 

특별히 Romanos등은 Ankylos system을 이용하여 58개의 구치부 단일 임플란트의 

누적 성공롤을 96.5%라고 보고하였으며 Ankylos 임플란트의 나사선이 

기하학적으로 점진적 나사 디자인이기 때문에 Bränemark 임플란트에서는 치조정에 

집중되는 하중을 임플란트 근단 방향으로 분산시킴으로써 높은 성공률을 

보인다고 하였다. 이 연구에서 하악 제2대구치 부위에 식립된 단일 임플란트는 

7개로 적은 수이지만 임플란트 몸체 형태가 하중의 분산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시사하는 바가 있다고 사료된다. 하중을 적절히 분산시키는 요인으로 Ankylos 

system이 표면 처리되어 있음도 고려해야 할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표면 처리된 임플란트로 3i 임플란트 4개, ITI 임플란트 1개가 

사용되었다. 3i 임플란트 1개는 일차 수술 직후에 감염이 일어나서 실패하였으며 

3개는 성공적인 상태였다. ITI 임플란트는 부하 후 7개월 지난 현재까지 성공적인 

상태이다. 표면 처리된 임플란트가 부하 후에 실패는 없었지만 총 개수가 5개로 

어떤 결론을 내리기는 부족하다고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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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의 하악 제2대구치를 대체하는 단일 임플란트의 실패는 대부분이(97.5%) 

임상적으로 외상적 실패로 분류할 수 있으므로 하중의 적절한 분산을 위한 

임플란트 자체의 설계나, 적절한 보철 디자인과 같은 보철적 요인이 임플란트의 

실패와 성공에 큰 영향을 미쳤다고 할 수 있다. 

 하악 제2대구치 부위에서 단일 임플란트의 성공률을 높이기 위해 다음과 같은 

점을 고려하여야 할 것이다. 하중 분산에 유리한 임플란트를 선택하고, 가해지는 

하중을 줄이기 위해 교합면적을 줄이며, 정밀히 보철물을 제작하여 교합외상을 

줄이는 교합의 수복이 필요하다. 이러한 점을 유념한다면 성공률을 더 높일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그러나 임플란트의 종류, 폭경과 길이, 골 조건에 맞는 

보철의 시기와 종류 등에 따른 예후를 보다 객관적으로 평가하기 위해서는 더 

많은 증례에서 5년 이상의 전향적 임상 연구가 필요하다고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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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 결론 

 
하악 제2대구치 부위를 대체하는 단일 임플란트와 하악 제1대구치 부위를 

대체하는 단일 임플란트의 성공률과 골 소실량을 비교 분석하기 위해 1997년 

1월부터 2001년 5월까지 임플란트 치료를 받은 44명의 47개의 임플란트를 

대상으로 하악 제1대구치 부위에 식립한 것을 1군으로, 제2대구치 부위에 식립한 

것을 2군으로 하여 연구하였다. 각 군의 5년 동안의 누적 성공률과 연간 임플란트 

주위 골 소실량을 계산하여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었다. 

 

1. 하악 제1대구치 부위에 식립된 단일 임플란트 20개(20명) 모두 성공하여 5년 

누적 성공률은 100%이고, 하악 제2대구치 부위에 식립된 단일 임플란트는 

27개(24명)중 8개(29.63%)가 실패하였으며 5년 누적 성공률은 70.37%로 나타났다. 

2. 실패한 8개의 임플란트 중 1개는 수술직후 감염 증상을 나타내었으며 1개는 

감각이상을 호소하였다. 6개는 기능적 부하 후 실패하였으며 그 중 5개는 동요를 

나타냈고 1개는 임플란트 몸체 파절이 일어났다. 

3. 보철물 장착시를 기준으로 하여 각 검진 기간에 따른 1군과 2군의 변연골 

소실량 비교에서 통계적 유의차를 보이지 않았다(P>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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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의 결과를 통해 하악 제1대구치 부위에 단일 임플란트 식립은 우수한 치료 

방법이며, 하악 제2대구치 부위에 단일 임플란트 식립은 골량과 골질 그리고 

과부하를 고려하여 식립하여야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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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s 

 
Figure 1. A.Radiograph  taken at implant surgery  

B. Radiograph taken at 1-year evaluation 
 

 
 
 
 
 
Figure 2. Schematic drawing for the amount of marginal bone loss in implant 
  (a) Branemark implant  (b) ITI implant 

 
 

  



23 

 

Figure 3. Number of implants regarding to ti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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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s 

 
Table 1. Distribution of age and gender of patient group 
 

 
 
 
 
 
Table 2. Didtribution of implants according to length and diame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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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3. Bone quality and quantity 
 

 
 
 
 
Table 4. Distribution of implant by follow-up periods (included only success 
implant) 
 

 
 
 
 
 
 Table 5. Life table analysis of implants for implant succ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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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6. Details of failed implants 
 

 
 
 
 
Table 7. Marginal bone loss(mm) during the first & second year in function  

(calculated as a mean of mesial and distal valu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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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sseointegrated implants have proven to be successful in both full and partial edentulous 

patients since the 1960s and recently have shown successful results when used to restore 

single tooth missing. However, in most studies reporting the success of single implants, single 

implants replacing anterior teeth are more frequently mentioned than posterior single implants. 

Moreover, in studies regarding posterior single implants, the replaced region seemed to be 

variable; the maxilla, mandible and areas from the first premolar to the second molar were 

mentioned. However considering the difference in bone quality in the mandible and maxilla, 

and the increased occlusal force in the posterior region, the success rates in each rregion may 

be different. 

In this study, the cumulative success rates and amount of bone loss of single implants 

replacing the mandibular first and second molar, respectively, were compared and analyzed to 

come to the following conclusion. 

 

1. The 20(20 Persons) single implants that were placed in the mandibular first mola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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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gion were all successful and showed a 100% 5 year cumulative success rate. Among 

the 27(24 persons) single implants replacing the mandibular second molar, 8 

failed(27.63%) showing a 5 year cumulative success rate of 70.37%. 

2. Among the 8 failed implants, one showed symptoms of postoperative infection and one 

complained of parenthisia. 6 implants failed after functional loading; 5showed obility 

and one resulted in fixture fracture. 

3. After the attachment of the prosthesis, there was noo significant statistical difference 

regarding the marginal bone loss in group 1 and group 2 during the checkup 

period(P>0.05). 

In conclusion, restoration of the mandibular first molar using single implants was found 

to be an excellent treatment modality, and when replacing mandibular second molars 

with single implants, poor bone quality and risk of overloading must be consider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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