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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일 치아 결손시 TiUnite
TM
표면 처리한

임 란트의 생존율에 한 후향 연구

성균 학교 삼성서울병원 치과진료부 치주과

김혜진․양승민․계승범․신승윤

구강 내 단일 치아를 상실한 경우 기존에는 고정성 보철물을 이용하여 수복하는 방법이 일반 이었지만, 최근

에 와서는 임 란트를 이용하여 수복하는 것이 보편화되고 있다. 본 연구는 단일 치아 결손 시 TiUniteTM 표면

처리한 임 란트를 이용하여 수복한 경우를 후향 으로 조사하여 그 생존율을 분석한 것이다. 2002년 9월부터

2006년 12월까지 삼성서울병원에서 단일 치아 결손 부 에 식립된 총 269개의 TiUnite
TM
표면 처리한 임 란트

21개는 인 한 임 란트가 있거나, 기록이 락되거나 찰 기간이 짧아 연구에서 제외되었다. 248개의 임 란

트 상악에는 129개(52.0%) 하악에는 119개(48.0%) 식립되었다. 수술 부 에 치조골 재생술을 시행한 경우는

총 100개(40.3%) 으며, 상악동 거상술이 시행된 증례는 총 36개(14.5%) 다. 수술 당일부터 찰 기간은 평균

26.0±11.8 개월이었으며, 그 기간 동안 실패한 것으로 간주된 임 란트는 12개로 생존율은 95.2% 다. 그 상악

에서 실패한 경우가 10개, 하악에서는 2개로 각각의 생존율은 92.2%, 98.3% 이다. 단일 치아 결손 시 TiUnite
TM

표면 처리한 임 란트를 이용하여 수복한 경우 단기간 동안 높은 생존율을 보 다.

주요어: TiUniteTM 표면 처리, 단일 치아 결손 수복, 임 란트 생존율, 후향 연구

( 한치과턱 기능교합학회지 2009:25(3):267~277)

서 론

구강 내 단일 치아를 상실한 경우 고 으로

인 치를 지 치로 사용하는 고정성 보철물을

이용하여 수복하는 방법이 사용되어 왔다. 하지

만 이는 지 치로 사용되는 치아에 인 인 손

상을 주게 되고 경우에 따라 신경치료를 필요로

할 수 있으며, 장기 으로 사용시 이차 우식이나

치주 질환에 이환될 가능성이 높아지게 된다. 이

러한 이유로 단일 치아가 상실 된 경우 임 란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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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이용하여 수복하는 것이 고정성 보철물을

신하며 차 보편화 되고 있다.
1)
하지만 골량이

부족하거나 골질이 나쁜 경우, 신 인 이유로

외과 시술이 어려운 경우, 치부에 치은 퇴축

등이 상되어 심미 으로 임 란트 수술이 불

리한 경우 등에서는 아직도 고정성 보철물이 훌

륭한 안이 될 수 있다. 하지만 지 까지 단일

치아의 상실에 있어 두 술식간의 응증에 한

기 이나 성공률 등에 한 직 인 비교 연구

는 부족한 실정이다.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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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 란트는 1970년 후반 치아 결손부 의

수복을 해 식립된 이후 디자인이나 표면처리

등에서 지속 인 변화가 있어 왔다. 디자인에 있

어서는 기의 blade 형태에서 원통형을 거쳐

재는 나사형이 부분을 이루게 되었다. 나사형

임 란트는 골내 기 안정성이 증진되고, 식립

도 임 란트의 수직 인 치 조 이 유리하

여 결국 더 높은 성공률을 보인다고 알려져 있

다.
3)

표면처리에 있어서는 기에는 티타늄 표면을

기계 삭한 면을 이용하 는데, 이는 골질이 나

쁜 경우 성공률이 상 으로 낮아지게 된다. 이

후 임 란트 표면의 거칠기를 증가시킴으로써

골유착을 한 세포 부착이 유리해짐을 여러 연

구를 통해 확인하 고,
4-6)
이를 바탕으로 다양한

표면처리 방법이 발 하게 되었다. TiUnite
TM
표

면처리 방법도 그 하나로 electrochemical

process 방법을 이용하여 티타늄 임 란트 표면

에 자연 인 산화막을 입히는 방법이다.

TiUnite
TM
표면은 고결정성의 인산이 풍부한 산

화 티타늄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고르게 분포된

다공성 표면을 가진다.
7)
TiUnite

TM
표면 처리한

임 란트는 이 의 turned, machined 표면의 임

란트와 비교해 더 좋은 골반응을 보임이 여러 조

직학 실험들에 의해 밝 졌다.8-11) TiUniteTM

표면 처리한 임 란트는 이런 골반응에 의해 보

다 빠르고 강한 골유착을 얻을 수 있게 된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본원에서 단일 치아의 수

복에 TiUnite
TM
표면 처리한 임 란트를 이용한

경우를 후향 으로 조사하여 임 란트에 한

자료 생존율을 분석해 보고자 한다.

연구 재료 방법

본 연구는 2002년 9월부터 2006년 12월까지 삼

성서울병원에서 TiUnite
TM
표면을 가진 임 란트

를 이용하여 단일 치아를 수복한 증례를 상으

로 하 다. 총 405명의 환자에서 수술 당일 한 개

의 임 란트를 식립하 으나, 이 인 한 임

란트가 있는 경우, 보철 완료되지 않은 경우,

원 등에 의해 찰이 지속되지 않은 경우는 연구

에서 제외되어 실제로 221명에서 248개 증례가

최종 으로 연구에 포함되었다. 이 4명에서는

인 하지 않은 임 란트 3개, 19명에서는 2개의

임 란트가 복해서 식립되었다. 이번 연구는

후향 연구로 수술 당일과 그 후 내원시 기록된

진료 기록을 바탕으로 환자 기본 정보, 신질환

여부, 흡연 유무, 수술 부 , 수술 방법, 보철 수

복 시기, 합병증 여부 등을 증례 기록지에 기록

후 정리하 다. 생존율 평가를 한 임 란트 생

존의 범주는 Buser 등,
12,13)
Cochran 등

14)
의 기 에

따라 1) 골유착에 성공하여 최종 보철물 장착이

이루어져 재 동요도 없이 기능 인 경우 2) 방

사선 사진상에서 임 란트 주 에 방사선 투과

상이 찰되지 않는 경우 3) 지속 인 통증이나

비가역 인 동통, 감염, 이상감각 등이 없는 경

우로 하 다.

본 연구는 성균 학교 삼성서울병원 IRB

원회의 승인을 받아 진행 되었다. (승인번호:

IRB 2007-05-054)

결 과

1. 환자 분포

총 221명의 환자에서 248개의 임 란트를 식

립하 으며, 환자의 평균 연령은 48.6±12.5

(17~82)세 으며, 성별로는 남자가 124명 여자

가 97 명 이었다. 94명(42.5%)의 환자에서 한 가

지 이상의 신 질환을 갖고 있었는데 고 압

(37명), 당뇨 (24명)가 제일 많았으며 그 밖에 갑

상선 질환, 신장질환, 심장질환 등이 있었다. 두

가지 이상의 질환을 복하여 갖는 경우도 많았

다. 체 환자 흡연자는 51명(23.1%), 비흡연

자는 162명(73.3%)이었으며 8명은 흡연 여부에

한 기록이 락되어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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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임 란트 분포 종류

식립 치에 따른 분포를 살펴보면 상악에

129개(52.0%), 하악에 119개 (48.0%) 식립되었으

며, 치부에 식립된 경우가 50개 (20.2%), 구치

부에 식립된 경우는 198개 (79.8%) 다(Table I).

식립된 임 란트의 직경을 살펴보면 18개(7.3%)

가 NP(직경 3.3mm), 144개(58.0%) 가 RP (직경

3.75 는 4.0 mm), 86개(34.7%)가 WP(직경 5.0

mm) 다. 18개의 NP 임 란트 하나만을 제

외하고는 모두 치부에서 식립되었으며, 86개

의 WP 임 란트 에서 치부에는 한 경우에

만 식립되었다(Table II).

식립된 임 란트의 길이는 11.5 mm 104개

(41.9%), 13 mm 100개(40.3%)로 부분을 차지

Anterior(%) Posterior(%) Total(%)

Maxilla 39 (15.7%) 90 (36.3%) 129 (52.0%)

Mandible 11 (4.4%) 108 (43.6%) 119 (48.0%)

Total 50 (20.2%) 198 (79.8%) 248 (100%)

Table I. Distribution of implants

Maxilla Mandible
Total

Anterior Posterior Anterior Posterior

NP

(3.3mm)

7

(2.8%)

1

(0.4%)

10

(4.0%)

0

(0.0%)

18

(7.3%)

RP (3.75/4.0mm)
31

(12.5%)

61

(24.6%)

1

(0.4%)

51

(20.5%)

144

(58.0%)

WP

(5.0mm)

1

(0.4%)

28

(11.3%)

0

(0.0%)

57

(23.0%)

86

(34.7%)

Total
39

(15.7%)

90

(36.3%)

11

(4.4%)

108

(43.6%)

248

(100%)

Table II. Distribution of implant diameter

하 고, 그 외에는 10 mm 38개(15.3%), 15 mm 4

개(1.6%), 8.5 mm 2개(0.8%)의 순서 다(Table

III).

임 란트 수술 당일 healing abutment를 연결하

는 1단계 수술법을 이용한 경우는 128개 (51.6%)

고, 식립 후 이차 수술을 나 에 진행하는 2단

계 수술법을 이용한 경우는 120개(48.4%) 다

(Table IV).

수술 부 에 치조골 재생술(Guided bone

regeneration; GBR)을 시행한 경우가 총 100개

(40.3%) 는데, 그 임 란트 식립 GBR을

시행한 경우는 9개(3.6%) 고, 식립 과 식립 시

동시에 시행한 경우도 1개 있었다. 나머지는 모

두 임 란트 식립 시 동시에 시행하 다. GBR

시에 사용된 골 이식재는 부분 자가골과 이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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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BioOssⓇ, Geistlich, Swiss)이었으며 둘을 같이

섞어 사용한 경우가 가장 많았다. 주로 사용

된 차폐막은 흡수성 콜라겐 차폐막(Bio-Gide
Ⓡ
,

Geistlich, Swiss)이었으며 그 밖에 Ossix
Ⓡ
(3i,

Colbar R&D, Ramat Hasharon, Israel)나 비흡수성

차폐막인 TefGen (American Custom Medical Inc.,

Lubbock, Tex, USA)이 사용된 경우도 있었다.

상악동 거상술을 시행한 증례는 총 36개

(14.5%) 으며 그 부분인 32개(12.9%)에서

osteotome technique이 이용되었고 4개(1.6%) 증

례에서만 lateral sinus augmentation technique이 시

행되었다.

Maxilla Mandible
Total

Anterior Posterior Anterior Posterior

8.5mm 0(0.0%) 0(0.0%) 0(0.0%) 2(0.8%) 2(0.8%)

10mm 1(0.4%) 20(8.1%) 0(0.0%) 17(6.9%) 38(15.3%)

11.5mm 10(4.0%) 39(15.7%) 4(1.6%) 51(20.6%) 104(41.9%)

13mm 27(10.9%) 30(12.1%) 7(2.8%) 36(14.5%) 100(40.3%)

15mm 1(0.4%) 1(0.4%) 0(0.0%) 2(0.8%) 4(1.6%)

Total 39(15.7%) 90(36.3%) 11(4.4%) 108(43.6%) 248(100%)

Table III. Distribution of implant length

Maxilla Mandible
Total

Anterior Posterior Anterior Posterior

1 stage
18

(7.2%)

35

(14.1%)

5

(2.0%)

70

(28.3%)

128

(51.6%)

2 stage
21

(8.5%)

55

(22.2%)

6

(2.4%)

38

(15.3%)

120

(48.4%)

Total
39

(15.7%)

90

(36.3%)

11

(4.4%)

108

(43.6%)

248

(100%)

Table IV. Distribution of implant surgery method

3. 임 란트 생존율

임 란트를 식립한 후 부하를 가한 시기는 술

후 평균 으로 5.2±2.8개월 이 으며, 식립 당일

즉시부하를 가한 경우부터 최 23개월 후 시행

한 경우도 있었다. 식립 치에 따라 분류해보면

상악에서는 평균 5.7±3.1 (0~23)개월 후에 하악에

서는 4.6± 2.4 (0~18)개월 후에 부하를 가하 다.

수술 당일부터 찰 기간은 평균 26.0±11.8 개월

이 으며, 부하를 가한 기간부터는 20.5±11.8 개

월 이 다.

임 란트 식립 후 합병증이 생긴 경우는 총 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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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nths

in observation

Implant at beginning

of interval

Implant failures

during interval

Interval failure

rate(%)

Cumulative failure

rate(%)

Cumulative survival

rate(%)

0-6 129 8 6.2 6.2 93.8

7-12 121 1 0.8 7.0 93.0

13-18 111 0 0 7.0 93.0

19-24 75 1 1.3 7.8 92.2

25-30 52 0 0.0 7.8 92.2

31-36 33 0 0.0 7.8 92.2

37-42 25 0 0.0 7.8 92.2

43-48 15 0 0.0 7.8 92.2

49-54 9 0 0.0 7.8 92.2

55-60 3 0 0.0 7.8 92.2

61- 1 0 0.0 7.8 92.2

Table V. Cumulative survival rates for total implants placed for 0 to 62 months in observation. ( a)

Maxilla , b) Mandible , c) Total )

a) Maxilla

Months

in observation

Implant at beginning

of interval

Implant failures

during interval

Interval failure

rate (%)

Cumulative failure

rate(%)

Cumulative

survival rate(%)

0-6 119 1 0.8 0.8 99.2

7-12 117 1 0.9 1.7 98.3

13-18 109 0 0.0 1.7 98.3

19-24 84 0 0.0 1.7 98.3

25-30 59 0 0.0 1.7 98.3

31-36 36 0 0.0 1.7 98.3

37-42 23 0 0.0 1.7 98.3

43-48 11 0 0.0 1.7 98.3

49-54 8 0 0.0 1.7 98.3

55-60 2 0 0.0 1.7 98.3

61- 0 0 0.0 1.7 98.3

b) Mandib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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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nths

in observation

Implant at beginning

of interval

Implant failures

during interval

Interval failure

rate (%)

Cumulative failure

rate(%)

Cumulative

survival rate(%)

0-6 248 9 3.6 3.6 96.4

7-12 238 2 0.8 4.4 95.6

13-18 220 0 0.0 4.4 95.6

19-24 159 1 0.6 4.8 95.2

25-30 111 0 0.0 4.8 95.2

31-36 69 0 0.0 4.8 95.2

37-42 48 0 0.0 4.8 95.2

43-48 26 0 0.0 4.8 95.2

49-54 17 0 0.0 4.8 95.2

55-60 5 0 0.0 4.8 95.2

61- 1 0 0.0 4.8 95.2

c) Total (Maxilla, Mandible)

증례로 수술 후 임시 수복 기간 생긴 경우

가 34증례 으며, 임시 수복 후에 생긴 경우가

24증례 다. 수술 후 합병증으로는 1단계 수술법

으로 진행하 는데, cover screw가 노출된 경우가

가장 많았고 그 다음으로 healing abutment가 풀

린 경우가 부분이었다. 임시 수복 후 합병증으

로는 도재 수복물의 이나 임 란트 주변의

염증 소견 등이 있었다.

연구에 포함된 총 248개의 임 란트 12개

가 실패한 것으로 간주되어 평균 26.1개월의

찰 기간 임 란트의 생존율은 95.2% 다. 그

상악에서 실패한 경우가 10개, 하악에서는 2

개로 각각의 생존율은 92.2%, 98.3% 이다. 한

시기별로 보면 식립 수술 후 loading 에 실패한

경우가 8개 으며, loading 후 실패한 경우는 4개

다(Table V).

총 고안

이번 연구에서 평균 26.1개월의 찰 기간

TiUnite
TM
표면 처리한 임 란트 생존율은

95.2%이다. 이는 Jung 등
15)
이 systemic review를 통

해 단일 임 란트로 지지되는 수복물의 5년 생존

율을 분석한 결과인 평균 96.8% (CI:95.9%-97.6%)

보다는 다소 낮은 생존율을 보여 다. 하지만 이

review에서는 ITI의 TPS (Titanium Plasma-

sprayed), SLA (Sandblasted,large-grit, acid-etched),

Astra의 Tioblast, Osseospeed, Bränemark의

TiUnite, 3i의 Osseotite 등 다양한 표면을 가진 임

란트가 포함되었고, 식립 치나 loading을 가

한 시기나 방법 등도 각기 다른 연구들을 평균 낸

것이기 때문에 이번 연구와 직 비교하기는 한

계가 있다.

TiUnite
TM
표면 처리한 임 란트에 한 기존

연구들을 살펴보면 평균 1년 내외의 단기간 찰

후 평균 95.5% 에서 100%의 성공률을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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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udy Study design Number of implants Mean F/U time Success rate

Glauser et al. 16) Retrospective
Mx. : 16

Mn. : 11
1Y 100%

Calandriello et al.
17)

Retrospective Mn. : 50 6M~1Y 100%

Glauser et al.
18)

Prospective
Mx. : 38

Mn. : 64
1Y 97.1%

Vanden Bogaerde et al.
19)

Prospective
Mx. : 69

Mn. : 42
18M 99.1%

Lundgren and Brechter.
20)

Retrospective
171

(with bone augmentation)
12M~21M 99%

Rocci et al.
21) Randimized

Controlled Test

66

(immediate loaded)
1Y 95.5%

Table Ⅵ. Success rate of the TiUniteTM surface implants

16-21)
(Table VI) 하지만 이 연구들은 단일 임 란

트 뿐 아니라 인 하여 여러 개의 임 란트를 식

립한 경우나, 고정성은 물론 가철성 보철물로 수

복한 경우까지 모두 포함되었다. 한 상 으

로 높은 성공률을 보고한 경우에서는 포함 기

을 엄격히 용하여 충분한 골량이 확보된 경우

만 포함시키거나, 비교 골질이 좋은 하악만 포

함시킨 경우도 있었다.

생존율을 상악과 하악을 분리해서 보면 두 군

사이에 결과가 큰 차이가 난다. 상악의 경우는

체 식립한 129개 임 란트 10개가 실패하

여 생존율이 92.2%인 반면 하악은 119개

단 2개만이 실패하여 98.3%의 생존율을 보

다. 상악에서 상 으로 낮은 성공률을 보이

는 것은 임 란트의 실패를 야기할 수 있는 요인

불충분한 골질 골량과 련이 있다.

Misch
22)
에 의하면 임 란트의 성공률을 높이기

해서는 수직 골 높이가 최소 10 mm 이상 되

어야 하나, 상악 구치부는 치조골 흡수와 동반되

는 상악동 함기화로 가용골이 부족한 경우가 많

고, 한 치 골층이 얇고 도가 낮은 type Ⅲ

는 type Ⅳ 의 형태가 부분이라고 하 다. 실

제로 이번 연구과정에서도 수술시 골질을 기록

한 경우에서 상악에서는 70개 54개에서 type

Ⅲ 는 type Ⅳ의 골질을 보이고 있었다. 한

상악의 129개 임 란트 36개(27.9%)의 임 란

트 식립 시 상악동 거상술을 동반하여 식립되었

다.

기존의 연구에서도 같은 종류의 임 란트를

사용했을 때 상악에서 하악보다 상 으로 낮

은 성공률을 보인 경우가 많았다. Friberg 등
23)
이

TiUnite
TM
표면 처리한 임 란트의 생존율에

한 1년 동안의 향 연구를 한 결과 총 478개

의 임 란트를 식립하여 그 5개가 실패하

는데, 이는 모두 상악에 식립 된 임 란트 다.

성공률은 상악과 하악에서 각각 98.6%,

100%로 보고하 다. Fugazzotto 등
24)
의 연구에서

도 TPS and SLA (sandblasted, large-grit acid

etched) 표면처리한 5,526개의 ITI 임 란트를 식

립하여 최고 72개월 이상 성공률을 평가하

는데, 상악에서는 94.8% 하악에서는 97.5%를

보 다.

임 란트 식립 후 합병증이 나타난 경우는 58

개로 2단계 수술 후 cover screw가 노출 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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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가장 많았는데, 이런 경우 주 상피조직이

자라 들어오고 치태가 침착되기 쉬워 염증이 생

기기 유리한 환경이 된다. 그 결과 노출되지 않

은 경우와 비교해 치조골 소실이 많이 일어나게

된다.
25,26)

그러므로 노출된 cover screw는 healing

abutment로 교체해 후 철 한 구강 생 리

를 해 주어야 한다.27) 본 연구에서 살펴본 증례에

서도 노출된 cover screw는 healing abutment로 교

체해 주어 해결하 는데, 추후 임 란트의 생존

율에는 향을 미치지 않았다. 임시 보철물로 수

복된 후 나타난 합병증으로는 임시 는 도재 수

복물이 되거나 임 란트 주 로 염증이 생

긴 경우 등이 있었다. 보철물 시 재제작이

필요한 경우는 없었다. 임 란트 주 염이 생긴

경우에서는 항생제 복용과 소 술로 처치하

고, 한 증례에서는 수술을 시행하 다.

Salinas와 Eckert
2)
는 systemic review를 통해 단

일 치아 수복에 있어 임 란트를 이용한 경우와

치아 지지 보철물을 이용한 경우의 성공률을 비

교해보고자 하 는데, 결과 으로 두 방법을 직

비교해 놓은 연구는 아직까지 없었고 다만 각

각의 술식에 한 60개월의 성공률의 평균을 비

교하면 임 란트의 경우는 95.1% (CI:92.2%-

98.0%) 던데 비하여 고정성 보철물에서는

84.0% (CI:79.1%-88.9%)에 불과하 다고 하 다.

고정성 보철물의 실패는 부분 치아우식증, 치

주질환 는 근 내 병소 등 생물학 인 것이고
28-30)

그 밖에 구조 인 합병증으로 유지력이나

지 치의 등과 련이 있다고 하 다.
31,32)

이러한 합병증들은 수복 후 시간이 지날수록 더

많은 빈도로 나타날 수 있고, 그러므로 연구 기

간이 길어질수록 보철물의 생존율은 감소하게

된다. 반면에 임 란트는 실패하는 경우 부분

식립 기 일년 이내에 일어나게 된다.
33,34)

이번

연구 결과에서도 살펴보면 총 12개의 실패한 임

란트 11개가 기 일년 내에 발견되어 제거

되었다. 나머지 하나의 증례도 식립 후 보철 완

료 7달 후에 실패로 간주되어 제거 되었다. 물론

임 란트에서도 장기 으로 사용시 보철 합병

증으로 인해 재제작이 필요한 경우도 있고, 임

란트 주 염이나 과도한 교합력 등에 의한 후기

실패(late failure)가 나타나기는 하지만 실제 생존

율을 크게 감소시킬 만큼 많은 빈도가 나타나는

것은 아니다.
35)
장기 인 비교 연구가 이루어질

수록 상실 치아를 임 란트로 수복한 경우와 자

연치를 지 치로 한 고정성 보철물을 사용한 경

우의 생존율 차이가 증가할 수도 있을 것이다.

결 론

본 연구에서 단일 치아를 상실한 경우

TiUniteTM 표면 처리한 임 란트를 사용하여 수

복하 을 때 평균 26.1개월의 생존율은

95.2% 고, 그 상악에서는 92.2%, 하악에서는

98.3%의 생존율을 보여 기존의 연구들과 유사한

결과를 얻었다. 이는 고정성 보철물을 사용하여

수복했던 기존의 연구 결과에 비해 좋은 결과를

보여 으로써 단일 치아를 상실 한 경우 임 란

트를 이용하여 수복하는 것이 인 치를 보존할

뿐 아니라 장기 인 후 측면에서도 바람직한

술식임을 보여 다. 하지만 이번 연구는 평균

찰 기간이 짧고 후향 연구라는 한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고정성 보철물과 임 란트의 유용

성에 해서는 보다 높은 수 의 장기 인 비교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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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Retrospective Study of Survival Rate

in single Brnemark TiUniteTM Implant

Hye-Jin Kim, Seung-Min Yang, Seung-Beom Kye, Seung-Yun Shin

Department of Periodontics, The Institute of Oral Health and Science, Samsung Medical Center,

Sungkyunkwan University School of Medicine.

Recently implant supported single crown is the popular treatment option to replace a single missing tooth. The purpose

of this retrospective study was to analyze and evaluate the survival of implants with the TiUnite
™
surface for single tooth

replacement. From September 2002 to December 2006, 269 TiUnite™ surfaced implants were used in single tooth

replacements at the Institute of Oral Health Science, Samsung Medical Center. Twenty one cases were excluded because

of neighbor implants, missing records & short follow up period. Among 248 implants, the 129 implants (52.0%) were

inserted in the maxilla and 119 (48.0%) in the mandible. One hundred implants placement (40.3%) were combined with

guided bone regeneration, and 36 implants placement (14.5%) were combined with sinus bone augmentation. Mean

observation period was 26.0±11.8 months after implant placement. Twelve implants were recorded as failures, rendering

a single implant survival rate of 95.2% over the observation period. Among failed 12 implants, 10 implants placed in the

maxilla. The survival rate in the maxilla was 92.2% and in the mandible was 98.3%. The use of TiUnite™ surfaced single

implant placement showed high survival rate for short time period.

Key words: TiUniteTM surface, single tooth replacement, retrospective study, survival rate, impla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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