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상
골 소실은 long implants가 더 많았으며 technical

역학적 시나리오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염두에 두

complications은 short implants가 1.74배 많았

며, 하악골 후방부, 특히 심하게 위축된 융기부에서 발

고. biologic complications은 long implants가 많

견되는 고도의 피질골과 치밀한 골질을 가진 경우, 짧

았다. 이 연구를 통해서 볼 때 제시되는 점은 short

은 임플란트는 주로 crestal 부위에 골 압박없이 수동

implants를 사용하면 crown-implant ratio가 더 높

적으로 (passively) 삽입되어야 하는 점을 피력하였

지만 변연골 소실은 더 많지 않았으며, long implants

다. 이러한 다양한 한계점을 극복하기 위해, 임플란트

는 종종 더 높은 비율의 생물학적 합병증과 더 낮은 비

의 직경을 증가시키고, 하악에 cylidrical 임플란트를

율의 기술적 또는 기계적 합병증을 동반한다는 것이다.

식립하고 상악에는 tapered 임플란트를 적용하며 , 가

Xu등(JPD 2020)이 보고한 구치부에서 single-crown

능한 경우 submerged healing을 하라고 하였으며 상

수복으로 이뤄진 short vs. standard implant관련 메

악에 짧은 임플란트 식립시에는 다음과 같이 프로토콜

타분석을 보면 short implant를 6mm 미만으로 정의

을 수정하라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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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4)

하였다. 총 5개의 연구가 포함되었다. 분석결과 1년동
안의 survival rate는 두 그룹간 유사했으나, 5년동안

Under-sizing osteotomies

의 survival rate는 short implants가 좋지 않았다고

Using hand osteotomes

하였다. 변연골소실과 관련한여 두 그룹간의 통계적

Avoiding countersinking if possible

차이는 없었다고 하였다. 이 연구를 통해 볼 때 single

Avoiding the use of final drill

standing short implant는

Slow drilling and avoiding bone overheating

crown-implant ratio

는 더 크지만 변연골 소실 에는 영향을 주지 않았다는
것이며, 장기 추적 비교 결과 single standing short

Placing short implants with hand ratchets

(그림5)

without pre-tapping

은 하중이 관찰된다는 점이다.(그림 5) 그래서 이 연구

implant (6mm)가 standard implant (> 6mm)보다 생
존율이 낮다는 것을 보여줬기에, 짧은 임플란트로 지

앞서 여러 연구들에서도 제시가 되어왔지만, 이 보고

에서는 다음과 같이 결론을 맺고 있다. Internal bone

지되는 Nonsplinted crown 은 후방 구치부에 주의해

에서도 인접한 짧은 임플란트끼리 splinting 하는 것

level implant의 abutment는 임플란트 부품의 가장

서 사용할 것을 제시하였다.

은 short implants의 장기적인 성공을 위한 또 다른

높은 응력을 보인 반면 internal tissue level implant

Rameh 등(OMS 2020)은 short implant 성공에 미

중요한 요소라 하였다. single non-splinted crowns

는 골의 strain이 가장 높았다. 하지만 모든 그룹의 골

치는 key factors란 제목으로 보고하였다. 이 저자

은 더 많은 기계적 합병증과 관련이 있음을 보여주며,

변형 값은 생리적 한계 내에서 나타났다. 후방 부위

는 유한요소분석 등에서 임플란트의 길이는 force

유한 요소 분석 연구를 보면 splinted crowns을 사

의 short implant에서 IB 연결을 사용할 때 다양한 기

distribution측면에서 미미한 역할을 하며, 하중은 임

용하면 교합 하중이 임플란트 사이에 고르게 분포되

계적 상황을 고려해야할 것이다. 요즘 많이 사용되는

플란트의 crestal 부위에 주로 집중되어 짧은 길이

어 implant-abutment interface, 임플란트 neck 및

internal bone level을 short implant로 사용시에 기

의 임플란트도 괜찮다고 여겨지지만, 짧은 임플란트

주변 뼈에서 응력 집중이 감소됨을 설명하였다. 이 연

계적 강도 보강이 필요함을 보여주고 있다.

는 peri-implant bone loss가 왔을 때 문제가 되며,

구에서 short implant에서 임플란트의 디자인 변경

bone-to-implant contact area가 태생적으로 감소

과 관련하여 언급한 부분이 있는데 Lee 등(JPD 2019)

된 것이기에 이러한 결점을 완화하기 위해 임플란트

이 이와 관련한 유한요소분석을 보고한 바 있다. 7mm

직경이 늘어난 것을 선택하여, crest부위의 응력을 줄

길이의 4가지 형태의 short implant (internal tissue

여 결과적으로 변연골소실을 감소시키도록 한다고 하

level, internal tissue level wide, internal bone

였다. 또한 직경을 늘리는 것 뿐 아니라 short implant

level, external bone level) 를 분석하였다.(그림 4)

다음 회에서는 다양한 short implants 사용 증례를
논하려 한다.

의 경우 적당히 거친 임플란트 표면을 가진 것을 사용

점막관통부를 2mm로 설정하고 crown까지 포함한

하고, thread 수와 깊이를 늘리는 방식으로 thread

길이는 20mm로 설정하여 다양한 힘을 주어 임플란트

geometry를 바꿔진 것을 사용하라 추천 하였다.

와 크라운 자체 또는 치조골등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

양병은 교수

상악골 후방에서의 짧은 임플란트는 primary

하였다. 특기할만한 것은 요즘 많이 사용되는 internal

stability가 감소하고 골 유착이 지연되며, 특히 bone-

bone level implant에서 수직하중이나 수평하중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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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o-implant interface에서 후속적으로 불리한 생체

에 임플란트와 지대주 경계면에서 다른 시스템보다 많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