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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치아 임플란트(dental implant) 이식이란 치주염, 암 등의 질

병 및 치아의 골절 등으로 치아 소실이 발생한 경우 턱뼈에 

인공치아인 임플란트를 심는 시술이다. 이전에는 이질감, 가

격, 의료기술 등의 문제가 있어 제한적으로 시행되었으나 기

술이 발전함에 따라 이러한 문제들이 개선되어 치아 임플란

트 시술이 증가하는 추세이다. 본 논문에서는 치아 임플란트 

시술 이후 시술부위 잇몸의 염증, 상악동염, 폐병변(농양, 폐

렴) 등이 발생하여 사망한 부검증례를 보고하고 이에 대해 고

찰해보고자 한다.  

증    례

1. 사건개요 

변사자는 평소 고혈압, 간경화, B형 간염으로 치료 중이었으

며 2013년부터 금연상태인 67세 남성으로 거주지역에 있는 

개인 치과의원에서 충치가 발생한 위턱 오른쪽 제2대구치(17

번 치아)를 발치하고 치조골 이식을 포함한 임플란트 이식을 

받은 후 항생제 등을 처방받아 귀가하였다. 시술 2일째 열감, 

힘빠짐 등의 증상으로 개인 의원 내원하여 진통제 등을 처방

받았고 시술 2일째, 6일째 임플란트 시술을 받은 치과의원 내

원하여 소독, 항생제, 진통제 등을 처방받았다. 시술 8일째 시

술부위의 지속적인 통증으로 임플란트를 제거했으며 이후에

도 시술부위 통증이 지속되어 진통제 등을 처방받았다. 시술 

13일째 치과의원에서 시술부위 잇몸의 농양소견이 확인되어 

배액술 시행 후 상급병원으로 전원의뢰되었다. 상급의료기

관 내원 시 혈압은 120/70 mm Hg, 분당 맥박수는 80회, 분

당 호흡수는 20회, 체온은 36.7°C, 백혈구 수치는 10,170/μL 

(참고치, 4,000-9,000/μL), 총빌리루빈 수치는 1.4 mg/dL

였다고 한다. 영상의학적 검사(가슴엑스선)에서 폐렴소견이 

확인되었고 혈액배양검사에서 Klebsiella pneumoniae 균이 

배양되었다. 시술 14일째 상급병원 입원 중 가슴 compu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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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omography 검사가 시행되었으며 일부에서 공동이 형성된 

다발성의 양측 폐결절이 확인되어 진균감염, 종양, 혈관염 등

의 가능성이 제시되었다고 한다. 이후 혈압이 저하되는 등의 

활력징후 저하소견으로 승압제 등이 투여되었으나 혈압상승

은 원활하지 않았고 체온 38.3°C의 발열이 측정되었으며 심

정지 발생 후 회복하지 못하고 사망하였다. 사망 당일 혈액검

사에서 백혈구 수치는 7,340/μL, 총 빌리루빈 2.2 mg/dL, 

젖산(lactate) 8.3 mmol/L (참고치, 0.5-2.3 mmol/L), C 반

응단백질(C-reactive protein) 233 mg/L (참고치, 0-5 mg/

L), 프로칼시토닌(procalcitonin) 11.07 ng/mL로 패혈증 소

견이었다고 한다. 

2. 부검소견

외표검사에서 키는 약 175 cm, 몸무게는 약 71 kg으로 얼굴

부위 검사에서 위턱 오른쪽 제2대구치(17번 치아)가 발치된 

소견을 보고 발치부위에서 위턱뼈가 노출된 소견을 확인하

였다. 발치부위 옆 잇몸과 입안점막 경계부위에서 절개 및 거

즈가 삽인된 부위가 확인되었으며(Fig. 1) 심폐소생술에 의한 

것으로 추정되는 가슴부위 갈비사이근육의 국소적인 출혈 이

외 신체 여러 부위에서 특기할 손상은 확인되지 않았다. 

내부검사에서 발치부위 주변인 거즈가 삽입된 부위를 절

개하였을 때 옅은 갈색의 농양이 형성된 소견을 보고(Fig. 2) 

조직학적 검사에서 호중구, 림프구 등의 염증세포의 연부조

직 침윤소견을 확인하였다. 위턱뼈를 절개하였을 때 오른쪽 

코곁굴(부비동, paranasal sinus)에서 갈색의 점액이 흘러나

오는 소견이 확인되었으며(Fig. 3) 임플란트 시술부위 위쪽

에 해당하는 상악동의 바닥면은(Fig. 4) 출혈 및 연화된 소견

을 보이며 탐색자(probe)를 이용하였을 때 손쉽게 관통되는 

소견이 확인되었다. 양쪽 폐의 무게는 왼쪽 1,368 g, 오른쪽 

1,916 g이었으며 양쪽 폐의 모든 엽에서 부종 및 다양한 크기

의 회백색 결절들이 불규칙하게 분포하는 소견을 보고(Fig. 

5), 폐 조직검사에서 결절부위는 출혈이 동반되어 있으며 괴

사 및 급성염증세포의 응집이 확인되는 등 농양에 부합하는 

소견 및 결절부위 주변 폐실질로 염증세포의 침윤이 확인되

었다. 심장의 무게는 480 g이며 왼심장동맥 앞심실사이가지

에서 중등도의 심장동맥경화(최대 약 60%)로 심장동맥이 좁

아진 곳을 보고 심장근육에서 특기할 질병을 보지 못하였다. 

배안 장기의 무게는 간 1,340 g, 지라 474 g, 이자 170 g, 왼

콩팥 222 g, 오른콩팥 200 g이며 간에서 경화소견을 보는 이

외 각 장기의 실질에서 특기할 질병을 보지 못하였다. 혈액

에서 시행한 약, 독물검사에서 입원치료 중 사용된 메틸에페

드린, 클로르페니라민, 디히드로코데인, 아세트아미노펜, 트

라마돌, 프로프라놀롤, 페니라민, 리도카인이 치료농도 범위 

이하로 검출되었고 임플란트 시술부위에서 Acinetobacter 

genomospecies, Klebsiella pneumoniae, 거즈삽입부위에

서 Comamonas testosteroni, Klebsiella pneumoniae, 상

Fig. 1. The place where drainage was performed from the gingiva 
around the place where the implant procedure was performed and 
gauze was inserted.

Fig. 3. Brown mucus flowing from the right paranasal sinus.

Fig. 2. Abscess formed when the area where gauze was inserted was 
incis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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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동에서 Klebsiella pneumoniae로 동정되는 미생물이 검

출되었다. 

고    찰

치주염, 암 등의 질병 및 치아의 골절 등으로 치아의 소실이 

발생 또는 치료의 방법으로 발치를 시행하면 예전에는 이러

한 치아결손부위에 인공으로 만든 크라운, 브릿지, 틀니 등이 

적용되어 치아의 기능을 대체하였다. 하지만 이러한 전통적

인 방법으로는 심미적인 요소, 시간이 지날수록 부정교합의 

발생 증가, 이물감 등의 이유로 임플란트라는 새로운 치아 대

체물이 제시되었고 임플란트는 턱뼈에 단단히 고정되어 움직

임이 없어 전통적인 치아대체 치료에서 제기되었던 여러 문

제들을 개선할 수 있었다[1]. 

임플란트 시술은 턱뼈와 인공치아를 단단하게 고정시킬 수 

있는 나사 형태 등의 금속구조물을 턱뼈에 위치시킨 후 금속

구조물과 인공치아를 연결하는 방법으로 이루어진다. 시술방

법에 따라 차이는 있을 수 있으나 일반적으로 마취를 한 후 

잇몸부위를 절개하여 턱뼈를 노출한 후 드릴(drill) 등을 이

용하여 턱뼈에 구멍을 만들고 임플란트의 구성요소인 금속

구조물 및 인공치아를 이식하게 된다. 임플란트 시술 시 발생

할 수 있는 부작용은 임플란트 이식 실패로 인한 임플란트 소

실, 신경자극에 의한 마비, 인접 치아의 소실 등이 있을 수 있

으며 일반적인 시술이 이루어지는 과정에서와 마찬가지로 감

염, 시술부위 통증, 부종이 발생할 수 있고 해부학적인 위치

로 인해 상악동과 인접한 곳에 시술이 시행되면 상악동과 구

강이 개통되어 상악동염이 발생할 수도 있다[2-6]. 본 증례

의 경우에서도 임플란트 이식이 시행된 곳 주변 잇몸과 시술

부위와 인접한 상악동에서 농양 형성이 확인되었고 주요 폐

병변 역시 다수의 결절을 형성하는 형태인 농양으로 감염 병

소에서 생성된 감염성 색전이 원발 부위로부터 떨어져 나와 

정맥류를 따라 폐혈관으로 이동하여 폐실질 조직에 침윤하여 

나타나는 패혈성 폐색전(septic pulmonary emboli)에 의한 

전이성 농양의 양상에 부합하는 소견이었다. 이러한 소견을 

종합할 때 변사자의 사인은 발치부위, 발치부위 주변, 오른쪽 

상악동의 감염에 의한 폐병변(농양, 폐렴) 및 전신성 염증반

응으로 사망한 것으로 판단하였다. 

패혈성 폐색전은 원발 감염 병소에서 생성된 감염성 색

전이 정맥류를 따라 폐혈관으로 이동하여 폐혈관의 폐색 

및 감염을 유발한다. 위험인자로는 정주 약물 남용자, 감염

성 심내막염 질환자, 두경부 혈전 정맥염 질환자(Lemierre 

syndrome), 골반 정맥염 질환자, 항암 치료 등으로 인한 면

역 저하자와 유치 카테터를 가진 환자 등이 알려져 있다. 최

근에는 혈관 내 유치 카테터와 심장 내 장치의 사용이 증가

하면서 관련된 감염 발생이 증가하고 있다[7,8]. 본 증례에서

는 변사자가 간경화, B형 간염이 진단된 상태로 면역기능 저

하의 요인이 있어 상대적으로 이러한 요인이 없는 사람들과 

비교하여 치아 임플란트 시술과 관련하여 감염에 취약하였을 

가능성이 있다. 

치아 임플란트 시술과 관련한 술기가 시행되는 경우 급성 

상악동염의 발생 빈도는 약 8%-20%로 기술되고 있고[9,10] 

국내외에서 치아 임플란트 시술 후 상악동염, 상악동 내로 돌

출된 임플란트, 비중격 농양, 하행 괴사성 종격동염 등의 합

병증은 보고되어 있으나[11-13] 본 증례와 같이 치아 임플란

트 시술과 관련하여 시술부위 및 주변부위의 농양, 상악동염, 

패혈성 폐색전에 의한 다발성 폐농양 등이 발생하며 사망한 

경우는 아직 보고된 바가 없다.

본 증례보고를 통해 임플란트 시술 이후 사망한 경우, 특히 

윗치열에 시술이 시행된 경우에 시술부위 및 주변의 염증소

Fig. 5. Irregular distribution of gray-white nodules of various sizes in 
all lobes of both lungs.

Fig. 4. Brown mucus flowing from the right paranasal sin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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견을 확인하고 위턱뼈를 절개하여 상악동의 손상 유무를 파

악하는 것이 중요함을 다시 한 번 상기시키는 계기가 될 것으

로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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