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임플란트의 안정성 평가를 위한

Periotest®와 Osstell™의 

임상계측치 비교

연세 학교 학원

치의학과

박재한



임플란트의 안정성 평가를 위한

Periotest®와 Osstell™의 

임상계측치 비교

지도 한동후 교수

이 논문을 석사 학위논문으로 제출함

2004년 7월  일

연세 학교 학원

치 의 학 과

박 재 한



박재한의 석사 학위논문을 인준함

심사위원                인

심사위원                인

심사위원                인

연세 학교 학원 

2004년 7월  일



감사의 글

 이 논문이 완성되도록 모자란 저에게 끊임없는 지도와 격려를 보내주신 

한동후 교수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귀중한 조언과 부족한 논문의 심사

에 도움을 주신 차인호 교수님, 심준성 교수님께도 깊은 감스를 드립니다. 

따뜻한 관심과 조언으로 항상 지켜봐 주신 이호용 교수님, 정문규 교수님, 

이근우 교수님, 문홍석 교수님, 황선홍 교수님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귀찮은 일임에도 논문 작성을 계속 도와주신 배은경 교수님께도 깊은 감

사를 드립니다. 같이 논문을 쓰면서 느린 저의 행동을 이해해주고 같이 움

직여준 보경이에게도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 싶습니다. 제가 힘들어 하면 

늘 옆에서 도움을 주었던 지원, 상화, 승민, 유나, 성태, 다른 보철과 의국

원 모두에게도 고마움을 전하고 싶습니다. 

 끝으로 제가 여기에 있게 해주신 부모님, 할머님, 동생부부와 곁에 있는 

것만으로도 제가 살아가는 힘이 되는 사랑하는 아내 유민과 귀여운 아들 

준홍이에게 이 논문을 드립니다.

2004년 7월 

박 재 한 드림



- i -

차  례

그림 및 표 차례․․․․․․․․․․․․․․․․․․․․․․․․․․․․․․․․․․․․․․․․․․․․․․․․․․ⅱ

국문요약․․․․․․․․․․․․․․․․․․․․․․․․․․․․․․․․․․․․․․․․․․․․․․․․․․․․․․․․․ⅳ

Ⅰ. 서 론․․․․․․․․․․․․․․․․․․․․․․․․․․․․․․․․․․․․․․․․․․․․․․․․․․․․․․․․1

Ⅱ. 연구대상 및 방법․․․․․․․․․․․․․․․․․․․․․․․․․․․․․․․․․․․․․․․․․․․․․5

1. 연구대상․․․․․․․․․․․․․․․․․․․․․․․․․․․․․․․․․․․․․․․․․․․․․․․․․․․5

2. 연구방법․․․․․․․․․․․․․․․․․․․․․․․․․․․․․․․․․․․․․․․․․․․․․․․․․․․5

가. Periotest®의 원리․․․․․․․․․․․․․․․․․․․․․․․․․․․․․․․․․․․․․5

나. Periotest
®
의 적용․․․․․․․․․․․․․․․․․․․․․․․․․․․․․․․․․․․․․6

다. Osstell
™
의 원리․․․․․․․․․․․․․․․․․․․․․․․․․․․․․․․․․․․․․․․6

라. Osstell™의 적용․․․․․․․․․․․․․․․․․․․․․․․․․․․․․․․․․․․․․․․․7

마.  통계처리․․․․․․․․․․․․․․․․․․․․․․․․․․․․․․․․․․․․․․7

Ⅲ .  연구결과․․․․․․․․․․․․․․․․․․․․․․․․․․․․․․․․․․․․․․8

1, ISQ와 PTV 값 사이의 상관관계분석․․․․․․․․․․․․․․․․․․․․․․․․․․8

2. 임플란트 시스템 별 ISQ와 PTV 값의 평균 차이에 대한  분석․․9

3. 임플란트 시스템 별 ISQ과 PTV 값의 상관관계 분석․․․․․․․․11

4 .  I SQ와  PTV  값의  상하악간  차이점  분석․․․․․․․․․․․13

5.  임플란트 직경이 ISQ와 PTV 값에 미치는 향․․․․․․․․․․․15

Ⅳ.  총괄  및  고찰․․․․․․․․․․․․․․․․․․․․․․․․․․․․․․․․․․․․․18

Ⅴ .  결 론․․․․․․․․․․․․․․․․․․․․․․․․․․․․․․․․․․․․․ 2 3

참고문헌․․․․․․․․․․․․․․․․․․․․․․․․․․․․․․․․․․․․․ 2 5

문요약․․․․․․․․․․․․․․․․․․․․․․․․․․․․․․․․․․․․․ 3 1



- ii -

그림 차례

Fig 1. ISQ value of Brånemark and ITI  implant

Fig. 2. PTV value of Brånemark and ITI  system

Fig 3. ISQ value on maxilla and mandible

Fig. 4. PTV  value on maxilla  and mandible

표 차례

Table 1. Descriptives  of ISQ and PTV

Table 2. Correlation of ISQ and PTV

Table 3. Descriptives of ISQ value between two implant systems

Table 4.  Descriptives of PTV value of  two implant systems

Table 5. Descriptives of ISQ and PTV value in Brånemark implant

Table 6. Correlation of ISQ and PTV in Brånemark implant

Table 7. Descriptives of ISQ and PTV value in ITI implant

Table 8. Correlation of ISQ and PTV in ITI implant

Table 9. T-test of  ISQ value on maxilla & mandible

Table 10. T-test of  PTV  value on maxilla and mandible

Table 11. Descriptives of ISQ value between other diameters in 

Brånemark implant (13.0mm implant fixture length) 

Table 12. ANOVA test of ISQ value between other diameters in 

Brånemark implant (13.0mm implant fixture length) 



- iii -

Table 13. Descriptives of PTV value between other diameter in 

Brånemark implant (13.0mm implant fixture length) 

Table 14.  ANOVA test of PTV  value between other diameter in 

Brånemark implant (13.0mm implant fixture length) 

Table 15. T-test of ISQ value between other diameters in ITI 

implant(12.0mm implant fixture length) 

Table 16. T-test of PTV value between other diameters in ITI 

implant(12.0mm implant fixture length) 



- iv -

국문요약

임플란트의 안정성 평가를 위한 Periotest®와 Osstell™의 

임상계측치 비교

 본 연구의 목적은 비파괴적인 임플란트 안정성 평가 방법인 공진주파

수 측정법을 상용화시킨 시스템인 Osstell™과, 현재 널리 사용되고 있으

며 임상적으로 임플란트의 안정성 평가에 유용하다고 여겨지는 

Periotest
®
와의 상관관계를 조사하여, 임상에서 Periotest

®
의 지속적 사

용 여부에 대해서 알아보고자 함이다. 그리고 Brånemark 임플란트와 

ITI 임플란트에서 Osstell™과 Periotest®의 차이와 상관관계를 알아보았

다.  Osstell™과 Periotest
®
의 임상적용에서 변수가 될 수 있는 상악과 

하악에서의 차이와 직경에 따른 향에 대해서도 알아보았다.

 보철물이 장착되지 않은 Brånemark 임플란트 96개, ITI 임플란트 143

개, 총 238개의 임플란트를 대상으로 하 다. 

 위의 임플란트를 대상으로 다음과 같은 결과를 얻었다.

1. ISQ와 PTV 값 사이에는 상관관계가 존재하 다 (Pearson 

correlation= -0.482).

2. ITI 임플란트에서 ISQ(평균 62.90±6.99)과 Brånemark 임플란트에서

의 ISQ(평균 72.69±8.64)사이에는 Brånemark 임플란트가 통계학적으로 

유의할 수준으로 낮게 나왔다. PTV는 임플란트 종류에 따른 차이는 통

계학적으로 유의차가 없었다.

3. 임플란트 종류에 따른 ISQ와 PTV 값의 상관관계 분석결과 ITI 임

플란트의 Pearson correlation 값이 -0.637로 Brånemark 임플란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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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82보다 높게 나왔다. 

4. ISQ와 PTV 값의 상악과 하악간의 차이에 대한 분석결과 ISQ 값에

서는 통계학적으로 유의한 정도의 차이를 보일 정도로 하악( 

70.60±8.77)이 상악(62.53±7.35)보다 높게 나왔으며, PTV 값은 하악

(-5.52±0.96)이 상악(-4.44±1.45)보다 낮게 나왔다.

5. Brånemark 시스템에서는 직경이 ISQ나 PTV 값에 향을 미치지 

않으며, ITI 시스템에서는 직경이 커질수록 ISQ값은 증가하며, PTV값

은 감소하는 경향을 보인다.

 임플란트 안정성 평가를 위해 사용되어져온 Periotest
®
는 좀 더 정 한 

측정 방법인 Osstell™과 상관관계를 가지고 있다. Osstell™의 단점인 측

정의 어려움이나, 비용 등의 문제로 인해 Periotest
®
를 계속 사용하는 

경우에는 여러 가지 변수들을 고려해서 사용하여야하며, 다른 임상적인 

검사들을 병용해서 사용해야 한다. 

 Osstell™은 임상적용에 대한 연구가 부족한 상황이며, Osstell™의 오차

를 일으키는 변수와 임상에서 적용할 수 있는 방법들에 대한 연구가 더 

필요하다고 본다.

핵심되는 말 : Osstell™, Periotest®, ISQ, PTV, 공진주파수, 임플란트 안정

성 평가, 상관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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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치과 분야에서 현재 널리 사용되고 있는 골내 임플란트는 단일 치아 결손

이나 부분 무치악 환자, 완전 무치악 환자의 치료에 사용되고 있다. 최근 

사용 되고 있는 골내 임플란트에서 Brånemark가 정의 내린 골유착

(osseointegration)이라는 말은 광학현미경의 확대 수준에서 임플란트의 표

면과 살아있는 골의 직접적인 접촉을 의미한다(Brånemark 1977,1985). 

Albrektsson 등은(1994) 임상적인 의미에서 골유착을 이종물질의 증상이 

없는 견고한 고정을 얻는 것과 기능교합 하에서 골이 유지되는 것이라고 

정의하 다. 골내 임플란트는 조직학적으로나 임상적으로 골유착을 획득하

는 것이 목표이다. 그러나 골유착을 확인하는 정확한 방법은 광학현미경이

나 전자현미경으로 임플란트 표면과 인접한 골조직이 직접 접촉하는 것을 

관찰하는 것이다(Johansson & Albrektsson 1987, Tiellstron 등 1988). 이 

방법을 실제로 임상에 적용할 수는 없으므로 임상적으로 임플란트의 상태

를 평가하기 위한 적절한 진단방법이 필요하게 되었다. 임상적으로 골유착

의 양과 질을 평가하는 방법으로는 임플란트의 지지력(holding power)을 

측정하는 방법(Johansson & Albrektsson 1987, Tiellstron 등 1988), 제거

시의 힘을 측정하는 방법(Carlsson 등 1988), pull-and push-through 

tests(Dhert 등 1992), X-ray를 이용한 방법 등이 개발되었으나, 여전히 임

상적으로 적용하기에는 파괴적이거나, 정확도가 떨어지는 단점들을 가지고 

있다(Huang 등 2003).

 이들 검사방법 중 임상적으로 가장 많이 사용되어지고 있는 방사선학적 

검사방법의 유용성은 임플란트의 비골유착(non-ossoeintegration)이나 구성

물의 부적합한 접합을 감지하는데 매우 유용하다(Del Balso 등 1994). 

Adell등(1986)은 임상에서 임플란트의 골유착을 평가할 가장 신뢰할만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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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법은 방사선학적으로 임플란트 주위의 변연골 수준을 평가하는 방법과 

임플란트 동요도를 검사하는 방법이라고 하 다.  그러나 진단의 정확성이 

떨어지며(Zarb & Schmitt 1990), 최근의 연구들에서 방사선학적 검사방법

이 골유착이 되지 않은 임플란트를 진단하는 데 적절하지 않고, 방사선학

적 검사 상 정상이더라도 여러 가지 임상조건들과 함께 임플란트의 골유착

을 신중히 진단해야 한다고 하 다(Súnden 등 1995). 

 골유착의 개념에서 동요도를 보이는 임플란트는 실패로 간주하 다

(Johansson & Albrektsson 1987, Olive & Aparicio 1990). 임플란트의 동

요도를 평가하는 간단한 방법으로는 2개의 구강경을 이용하여 임플란트를 

측방으로 움직여서 Miller의 분류에 의해서 동요도를 측정하는 방법

(Cochran 등 2002)이 있으나 이는 임상적으로 동요도를 시각과 촉각에 의

존하여 평가함으로, 동요도가 없다고 하여도 골유착이 완전히 일어났다고 

평가할 수 없다. 

 이에 임플란트의 동요도를 객관적으로 측정할 수 있는 장비들이 개발되었

다. Periotest®(Siemens AG. Benssheim. Germany)는 치아의 동요도를 측

정할 수 있는 장비로 처음 개발되었으며, 이는 치주인대의 damping 정도

를 측정함으로써 치아의 동요도를 측정하 다(Schulte 등 1983). d`Hoedt 

등(1985)은 방사선학적 사진은 한계로 인해 임상적 동요도 측정방법이 더 

믿을 수 있다고 하 다. 그리고 이들은 동요도의 수기검사방법(manual 

testing)보다 Dynamic mobility measurement(Periotest
®
)를 추천 하 다. 

Schulte 등(1992)은 Periotest®는 periodontal behavior를 빠르고, 간단하게 

측정할 수 있는 장비이고 매우 믿을만한 결과를 가져온다고하 다. Olive 

등(1990)은 Periotest
®
가 임플란트의 미세한 초기 움직임과 주변골의 

damping capacity를 측정함에 있어 정량적이고, 재현 가능한 측정 방법이

라고 하 으며, 204개의 Brånemark 임플란트에서 Periotest
®
 value(PTV)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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측정하 다. 그 결과 PTV에 향을 미치는 인자로는 식립 위치, 지대원주

의 길이가 있으며, 골질이 나쁠수록, 지대원주의 길이가 길수록 PTV 값이 

증가한다고 하 다. Isidor 등(1998)의 동물(원숭이)실험에서 보면 조직학적

으로 검사한 치조골과 임상적으로 검사한 PTV 사이에 통계학적으로 유의

할 정도의 비례관계를 가진다고 하 으며, bone-implant의 결합면적과 

PTV 사이에는 반비례관계가 성립한다고 하 다. 그러나, Periotest®는 

abutment의 어느 부분에 충격을 가하느냐에 따라서 PTV의 차이가 심하

며, 1mm 정도의 위치 차이에서 PTV가 1 ∼ 2 정도 변할 수 있다고 하

다. 그리고 같은 부분에서 측정하여도 핸드피스의 각도에 따라서 PTV 2.5 

∼ 4.0 정도의 차이가 있을 수 있다고 하 다(Faulkner등 2001). 그리고 

Periotest
®
는 좁은 범위에서 임플란트의 동요도를 측정하 으며(Olive등

1990), 낮은 민감도를 나타내는 단점을 가지고 있다(Verhoeven 등 2000).

 또 다른 비파괴적인 임플란트 동요도 측정방법으로는 작은 변환기를 임플

란트나 지대원주에 연결하여 공진주파수를 측정하는 방법(Resonance 

Frequency Analysis, RFA)이 있다(Meredith 등 1994,1996). RFA는 두 가

지의 향인자, 즉 골 상방에 있는 임플란트의 길이(effective implant 

length), 임플란트 주위골의 강직도(stiffness)에 따라 RF값이 변한다

(Meredith 등 1996,1997. Huang 2002). RFA는 임플란트와 주위조직 계면

간의 강직도와 안정성의 변화를 평가할 수 있으며, 임플란트의 성공과 실

패를 구별할 수 있다(Meredith 1997). 그리고 긴 치유기간이 지난 임플란트

는 조직학적으로 보다 견고한 골유착을 나타내며, RF값또한 높게 나오며, 

이는 조직학적 골유착 정도와 높은 상관관계를 나타낸다(Rasmusson 등 

1999). 또한 초기 고정에 실패하거나 초기에 실패한 임플란트의 평가에도 

RFA가 사용되어질 수 있다(Huang 등 2003a). 임플란트 주위골의 흡수가 

약 3mm정도 이상으로 진행되는 경우에 RF가 유의차가 존재할 정도로 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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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하며, 이는 골흡수의 정도와 임플란트의 안정성을 평가하는데 민감도가 

우수하다고 할 수 있다(Huang 2003b). 현재 RFA를 정량화하여 임플란트

의 안정성을 평가하고, 변환기와 임플란트 종류별로 RF값에 향을 줄 수 

있는 인자들을 보상한 측정방법인 Osstell
™
(Integration Diagnostics, 

Savedalen, Sweden)이 상용화되었으며, 이 측정방법의 값인  Implant 

Stability Quotient(ISQ)값이 RF값을 대신하여 사용되어지고 있다(Barewal

등 2003). Lundgren과 Brecher(2002)는 171개의 임플란트를 이용한 임상연

구에서 primary stability level에서 ISQ는 56-75, secondary stability level

에서 58-65 정도의 ISQ값을 나타낸다고 하 다.

 본 연구의 목적은 인플란트의 안정성 평가를 위한 측정 장비인 Periotest
®

와 Osstell
™
을 사용하여 이들의 측정값 PTV와 ISQ사이의 상관관계를 규

명함으로 Periotest®의 임상에서의 지속적인 사용여부와 Osstell™의 임상적

용 방법 등을 알아보고자 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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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연구 상 및 방법

1. 연구 상

 연세 학교 치과 학 부속병원에서 임플란트 클리닉에서 임플란트 수술을 

받은 환자 중  Brånemark과 ITI 시스템 임플란트를 수술 받고, 보철물을 

장착하지 않은 환자를 상으로 하였다. 모든 임플란트는 치유지 원주

(healing abutment)를 장착하고 있었다. 수술 후 측정 시까지 경과한 시간

은 1개월에서 12개월이었다(평균 5.1개월). Brånemark 임플란트 96개, 

ITI 임플란트 143개, 총 238개의 임플란트를 상으로 하였다. 식립 부위

별로는 상악전치부 30개, 하악전치부 9개, 상악구치부 81개, 하악구치부 

119개 였다. 

2. 연구방법

가. Periotest®의 원리

 Metal rod가 등속운동(0.2m/s)을 하여 치아나 임플란트의 표면에 닿으면 

감속 운동으로 바뀐 후 정지하였다가 다시 가속 운동으로 바뀌어서 

0.2m/s의 속도로 돌아오는 시간을 측정한다(Olive 등 1990, Schulte 등 

1992, Faulkner 등 1999). 그리고 접촉시간과 PTV 사이에는 비례관계가 

존재한다. 이 접촉시간에 영향을 주는 인자로는 임플란트와 주위조직 사이

의 유효 강성(effective stiffness : k), effective viscous damping(c)이 

있고, PTV가 0일 때 접촉 시간은 0.426 milliseconds이다. 접촉시간이 

0.02 milliseconds 증가하면, PTV는 +1로 바뀌게 된다(Faulkner등 

1999). PTV는 -8에서 +50까지의 값으로 임플란트와 주위조직의 

damping capacity를 측정한다(Olive 등 1990, Schulte 등 19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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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Periotest®의 적용

 환자의 머리를 치과의사용 의자의 머리 받침에 기 게 한 후 Periotest®

의 핸드피스를 바닥에 평행으로, 임플란트에 수직으로, 가능한 측정점에 근

접하게 위치시킨 후 측정하였다(Olive 등 1990). 그리고 측정점은 치유지

원주 상이며, 교합-치은 사이에서 치은에 가장 가까운 곳에 위치하게 하

였다(Chai 등 1993). 각각의 임플란트에 해 3-4번 반복 측정하여 같은 

수치가 3번 측정되면 이 값을 각 임플란트 별 PTV로 정하였다. 만일 같은 

임플란트의 측정 값이 PTV ±2 이상의 차이가 나면 그 측정 값은 유효하

지 않다고 여겨서 Periotest®를 보정하여 사용하였다(김선재, 한동후 

1998). 

다. Osstell™의 원리

 물체의 공진주파수를 측정하는 원리는 아래 수식과 같다. fn은 beam의 

RF이며, l은 beam의 effective vibration length, E는 Young`s modulus, 

I는 inertia의 moment, ρ는 질량, α는 주위 상황과 연관된 상수이다

(Meredith 등 1996, Huang 2000,2003). 이를 임상에 적용해 보면 α는 

임플란트 주위 골의 밀도가 증가하면 증가하는 상수이다. 그러므로 치유가 

진행되어서 골유착이 이루어지면, α가 증가하게 되므로 RF도

증가하게 된다. 

 그리고, l은 임플란트가 골 위로 나온 거리를 나타낸다. 그러므로 골이 흡

수되면 l이 증가하게 되므로 RF는 줄어들게 된다(Meredith 등 

1996,1997. Huang 등 2000,2003. Barewal 등 2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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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Osstell™의 적용

 Resonance frequency analyzer인 Osstell™을 사용하였다. 각 임플란트

의 치유지 원주를 제거하고, 임플란트 주위 조직을 소독 후, 임플란트 시

스템별, 임플란트의 직경별로 구별되어져 보정이 되어져 있는 작은 변환기

를 고정시킨다(Barewal 등 2003). 이 때 가능하면 10N정도의 힘으로 조

이나 개구량의 제한이 존재하는 경우는 손으로 고정하였다(Meredith 

1996,1997). 그리고 정확한 RF 측정을 위하여 혀나 볼 등의 연조직 접촉

을 시키지 않았다. Osstell™을 작동 시켜서 ISQ를 측정하였다. 컴퓨터에 

각 치아별 ISQ를 전송 후 저장하였다. 

마. 통계처리

 모든 통계는 SPSS Ver. 11.0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처리하였다. 

1. ISQ와 PTV 값 간의 상관성을 Correlation Analysis를 이용하여 분석하

다.

2. ITI와 Brånemark 임플란트 별로 ISQ의 값이 차이를 보이는지 T-test

검정해 보았고, 더불어서 PTV에 대해서도 같은 분석을 실시하 다. 

3. ITI와 Brånemark 임플란트 별로, PTV와 ISQ의 값에 대해서 

Correlation Analysis를 이용하여 상관관계분석을 실시하 다.

4. ISQ와 PTV에서 상-하악간 차이를  T-test 분석을 한다. 

5. 두 개의 임플란트 별로 임플란트 직경이 ISQ와 PTV에 향을 미치는

지 T-test와 one-way ANOVA를 이용하여 분석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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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연구결과

1. ISQ vs PTV간의 상관관계분석 

Table 1. Descriptives  of ISQ and PTV

                                               

Table 2. Correlation of ISQ and PTV

**  Correlation is significant at the 0.01 level (2-tailed). 

 ISQ와 PTV간에는 상관관계가 존재하며,  Pearson correlation은 -0.482이

다(Table 2). 

 Mean Std. Deviation N

ISQ 66.85 9.07 239

PTV -5.02 1.32 239

  ISQ PTV

ISQ
Pearson 

Correlation
1 -.482

 Sig. (2-tailed) . .000

 N 239 239

PTV
Pearson 

Correlation
-.482 1

 Sig. (2-tailed) .000 .

 N 239 2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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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임플란트 시스템 별 ISQ와 PTV 값의 평균 차이에 대한 분석

가. Brånemark과 ITI 시스템에서 ISQ 값의 차이에 한 분석

Table 3. Descriptives of ISQ value between two implant system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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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 1. ISQ value of Brånemark and ITI  implant

 Brånemark 임플란트의 ISQ 평균값은 72.69로 ITI  임플란트의 평균값

(62.90)보다 높았다 (Table 3, Fig. 1).

나. Brånemark과 ITI 시스템에서 PTV 값의 차이에 한 분석

N Mean
Std. 

Deviation 
Std. Error 

Brånemark 96 72.69 8.64 .89

ITI 143 62.90 6.99 .59

Total 238 66.81 9.06 .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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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4.  Descriptives of PTV value of  two implant system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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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 2. PTV value of Brånemark and ITI  system

 두 임플란트 간의 PTV 비교 시 Brånemark 임플란트는 -5.17, ITI 임플

란트는 -4.92로 Brånemark 임플란트가 약간 낮았으나 통계학적인 유의차

는 없었다.(Table 4, Fig 2)

  

 N Mean
Std. 

Deviation
Std. Error

Branemark 96 -5.17 1.26 .13

ITI 143 -4.92 1.36 .11

Total 238 -5.02 1.32 .09

Brånemark IT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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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임플란트 시스템 별 ISQ과 PTV 값의 상관관계 분석 

Table 5. Descriptives of ISQ and PTV value in Brånemark implant

 Mean Std. Deviation N

ISQ 72.69 8.64 96

PTV -5.17 1.26 96   

Table 6. Correlation of ISQ and PTV in Brånemark implant

**  Correlation is significant at the 0.01 level (2-tailed).

Table 7. Descriptives of ISQ and PTV value in ITI implant

  ISQ PTV

ISQ
Pearson 

Correlation
1 -.382

 Sig. (2-tailed) . .000

 N 96 96

PTV
Pearson 

Correlation
-.382 1

 Sig. (2-tailed) .000 .

 N 96 96

 Mean Std. Deviation N

ISQ 62.90 6.99 143

PTV -4.92 1.36 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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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8. Correlation of ISQ and PTV in ITI implant

**  Correlation is significant at the 0.01 level (2-tailed).

 임플란트 시스템 별로 PTV와 ISQ의 상관관계를 분석한 결과 Brånemark 

임플란트에서는 Pearson correlation이 -0.382, ITI 임플란트에서는 

-0.637의 값을 나타내었으며, 두 시스템 모두 통계학적인 상관관계는 존

재하 다(Table 6, Table 8).

  ISQ PTV

ISQ
Pearson 

Correlation
1 -.637

 Sig. (2-tailed) . .000

 N 143 143

PTV
Pearson 

Correlation
-.637 1

 Sig. (2-tailed) .000 .

 N 143 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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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ISQ와 PTV에서 상하악간 차이점 분석.

가. 상/하악 간 ISQ 값의 차이점 분석

Table 9. T-test of  ISQ value on maxilla and mandible

  
  

Levene's Test 
for Equality of 

Variances 
t-test for Equality of Means 

F Sig. t df
Sig. 

(2-tailed
)

Mean 
Differenc

e

Std. 
Error 

Differenc
e

ISQ
Equal 

variances 
assumed

6.30 .013 -7.65 237 .000 -8.07 1.06

 

Equal 
variances 

not 
assumed

  -7.74 236.74 .000 -8.07 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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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 ISQ value on maxilla and mandible

 상악과 하악의 ISQ 값을 비교한 결과, 하악이 상악에 비해 높았다.(Table 9, 

Fig.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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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상/하악 간 PTV 값의 차이점 분석

Table 10. T-test of  PTV  value on maxilla and mandible

Levene's Test 
for Equality of 

Variances 
t-test for Equality of Means

F Sig. t df
Sig. 

(2-tailed)

Mean 
Differenc

e

Std. Error 
Differenc

e

PTV

Equal 
variances 
assumed

18.668 .000 6.841 237 .000 1.07 .157

Equal 
variances 

not 
assumed

  6.651 185.62 .000 1.07 .1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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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4. PTV  value on maxilla  and mandible

상악과 하악에서 PTV 값에 한 평균분석을 하였을 경우 두 집단 간에는 서로 

유의적인 차이가 존재함을 알 수 있다(Table 10. Fig. 4).

Maxilla Mandib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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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임플란트 직경이 ISQ와 PTV 값에 미치는 영향

가. Brånemark 임플란트의 직경이 ISQ와 PTV 값에 미치는 영향

 
Table 11. Descriptives of ISQ value between other diameters in 

Brånemark implant (13.0mm implant fixture length) 

  N Mean 
Std. 

Deviation 
Std. Error 

3.75 3 71.00 13.12 7.57

4.0 20 70.15 6.95 1.56

5.0 15 72.47 9.23 2.38

Total 38 71.13 8.22 1.33

Table 12. ANOVA test of ISQ value between other diameters in 

Brånemark implant (13.0mm implant fixture length) 

 
Sum of 

Squares
df

Mean 

Square
F Sig.

Between 

Groups
46.06 2 23.03 .328 .722

Within 

Groups
2454.28 35 70.12   

Total 2500.34 37    

diameter(m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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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3. Descriptives of PTV value between other diameter in Brånemark 

implant (13.0mm implant fixture length) 

  N Mean Std. Deviation Std. Error 

3.75 3 -3.67 2.31 1.33

4.0 20 -5.40 1.27 .29

5.0 15 -5.33 .90 .23

Total 38 -5.24 1.28 .21

Table 14.  ANOVA test of PTV  value between other diameter in 

Brånemark implant (13.0mm implant fixture length) 

길이에 한 변수를 제거하기 위해, 길이 13mm의 Brånemark 임플란트를 선

택하여 직경이 각각 3.75, 4.0, 5.0mm인 임플란트의 ISQ 평균값을 비교한 

결과 유의차가 없었으며 (Table 11,12), PTV 값도 유의차가 없었다 

(Table 13, 14).

 
Sum of 

Squares
df

Mean 

Square
F Sig.

Between 

Groups
8.068 2 4.03 2.67 .08

Within 

Groups
52.800 35 1.51   

Total 60.868 37    

diameter(m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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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ITI 임플란트의 직경이 ISQ와 PTV 값에 미치는 영향

Table 15. T-test of ISQ value between other diameters in ITI 

implant(12.0mm implant fixture length) 

Table 16. T-test of PTV value between other diameters in ITI 

implant(12.0mm implant fixture length) 

길이 12mm인 ITI 임플란트를 선택하여, 직경에 대한 ISQ와 PTV 평균값
을 비교한 결과 직경이 4.8mm인 임플란트가 4.1mm 임플란트에 비해 ISQ 
값은 높게, PTV 값은 낮게 나타났다. (Table 15,16)

 DIAMETER N Mean
Std. 

Deviation

Std. Error 

Mean

ISQ 4.1 41 59.17 6.38 .99

 4.8 32 65.22 8.19 1.45

t df
Sig. 

(2-tailed)

Mean 

difference

Std. Error 

Difference

ISQ -3.55 71 .001 -6.05 1.71

 DIAMETER N Mean
Std. 

Deviation

Std. Error 

Mean

PTV 4.1 41 -4.27 1.57 .25

 4.8 32 -5.22 1.31 .23

t df
Sig. 

(2-tailed)

Mean 

difference

Std. Error 

Difference

PTV 2.76 71 .007 .95 .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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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총괄 및 고찰

 이번 임상연구의 중요한 목적은 임플란트 안정성 평가 방법으로 

Meredith 등(1996,1997)에 의해 개발되어진 공진주파수 측정법의 상용화

된 시스템인 Osstell™의 임상적용에 대해서 알아보고자 하 다. 이를 위해 

현재 널리 사용되고 있으며, 임상적으로 임플란트의 안정성 평가에 유용하

다고 여겨지고 있는 Periotest®와의 상관관계를 분석해 보았다.  

 Periotest®
와 Osstell™의 상관관계분석의 의미는 우선 Periotest®의 신뢰

성의 문제에서 기인한다. Periotest®는 주위골과 임플란트의 damping 

capacity를 측정하는 방식으로 임플란트의 안정성을 측정하게 된다(Olive 

등 1990, Schulte 등 1992). 이 때 영향을 미치는 인자로는 임플란트의 

길이와 직경, 주위골의 골질, 측정점의 위치, 핸드피스의 각도, 술자 등이 

있다. 임플란트 길이와 직경이 증가할수록 PTV는 적은 값을 나타낸다( 

Olive 등 1990). 주위골의 골질에 따른 차이는 하악전치, 하악구치, 상악

구치, 상악전치 순으로 크게 나왔다(Olive 등 1990. 김선재,한동후 1998). 

측정점의 위치는 임플란트가 위치한 곳으로부터 연조직의 두께가 모두 다

르기 때문에 차이가 발생한다. Teerlinck 등(1991)은 측정점에서부터 임플

란트까지의 거리가 멀면 멀수록 PTV값은 크게 나온다고하였다. 즉 지 주

의 길이가 증가할수록, 연조직의 두께가 증가할 수록 PTV값은 큰 값을 가

지게 된다. Faulkner 등(2001)의 연구에서도 비슷한 결과가 보고되었다. 

핸드피스의 각도에 따른 PTV의 변화는 임상에서 매우 중요하다. 임상에서 

연조직등의 제한으로 핸드피스를 임플란트 장축에 수직으로 위치시키지 못

할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 Faulkner 등(1999)은 같은 곳에 측정을 하더

라도 핸드피스의 각도에 따라 PTV가 약 2.5-4.0 정도의 차이를 보일 수 

있다고 하였다. Derhami 등(1995)의 연구에서도 핸드피스의 각도에 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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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TV의 변화가 있다고 언급하였다. 술자에 따른 차이점은 크게 없다고 하

였으나(Derhami 1995), 이는 구강외에서 정해진 위치에 반복해서 측정해

서 얻은 결과로 한계를 가지고 있다. 실제 구강내 환경에서는 술자가 달라

지면 측정하는 위치도 조금씩 달라지므로 PTV도 변할 수 있다. 그리고 

Verhoeven등(2000)이 지적한 Periotest®의 또 다른 문제점으로는 낮은 

민감도를 들 수 있다. 실제로는 골유착이 상실되었지만, PTV에서는 문제

가 없는 범위에 값이 나오는 경우가 23%정도로 이는 낮은 신뢰도를 나타

낸다. 

 Osstell™또한 임플란트 안정성 측정에서 임상적으로 유용하게 사용되어 

지고 있으나(Meredith 등 1997. Huang 등 2002,2003, Barewal 등 

2003),  골 상방에 있는 임플란트의 길이(effective implant length)의 차

이에 따라 ISQ의 차이가 존재한다. 그리고 Osstell™의 측정에서 임상적인 

문제점은 임상에서 시간이 많이 소요되며, 가격적인 측면 또한 고려되어져

야 한다. 그러나 비파괴 검사방법 중 민감도가 우수한 방법으로 알려져 있

다(Huang 등 2003).

 임상적으로 PTV가 ISQ와 상관관계가 존재하는 지에 한 239개의 임플

란트를 이용하여 측정한 결과, Pearson correlation의 값이 -0.482가 나

왔다(Table 2). 이는 통계학적으로 상관관계가 존재한다고 볼 수 있다. 좀 

더 세분해서 임플란트 시스템 별로 상관관계를 분석한 결과 ITI 시스템의 

Pearson correlation 값이 -0.637로(Table 8) Brånemark 시스템의 

-0.382보다(Table 6) 높게 나왔다. 이유는 ITI 임플란트 시스템의 경우 

Periotest®나 Osstell™의 측정위치가 거의 동일한 반면, Brånemark 시스

템의 경우 Osstell™의 측정은 고정체 상부인 반면, Periotest®
는 치유지대

원주를 연결한 상태에서치은에 가장 가까운 곳에 측정하 기 때문에 ITI 

임플란트 시스템의 PTV 값보다 정확도가 낮게 나와 ISQ와의 낮은 상관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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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를 나타내었고 사료된다.

 임플란트 시스템과 ISQ, PTV 값의 관계를 보면, ITI 시스템에서 ISQ(평

균 62.9±6.99)과 Brånemark 시스템에서의 ISQ(평균 72.69±8.64)사이에 

통계학적으로 유의할 정도의 차이로 ITI 시스템의 ISQ가 낮게 나왔

다.(Table 3, Fig. 1) 이의 이유에 해서는 Barewal 등(2003)은 ITI 임플

란트 시스템의 골 상방에 있는 임플란트의 길이(effective implant length)

가 Brånemark 시스템보다 약 3mm 정도 길어서 나온 결과라고 하였다. 

그러나 PTV는 임플란트 시스템에 따라 유의차가 없었는데, 이는 특정위치

가 치은 상방으로 동일했기 때문이라고 사료된다(Table 4, Fig. 2).

 임플란트 식립위치에 따른 ISQ값의 차이를 보면 상악, 하악 두 집단으로 

나누어서 측정한 결과 악간의 ISQ 사이에 통계학적으로 유의한 정도의 차

이를 보일 정도로 하악( 70.60±8.77)이 상악(62.53±7.35)보다 높게 나왔

다(Table 9, Fig. 3). 골질에 따라 ISQ(RF)의 차이가 난다는 연구들

(Meredith 등 1996,1997. Huang 등 2000,2002. Barewal 등 2003)이 많

이 있었으며 이 결과도 선행 연구들의 결과와 동일한 결과가 나왔다고 본

다. 이유는 임플란트 주위골의 도가 증가하면 위에서 언급한 수식에서 

상수인 α가 증가함으로 ISQ(RF)가 증가하는 결과 때문이다. 임상에서 적

용할 수 있는 방법으로는 임플란트 주위골의 성숙도를 치유기간이 경과함

에 따라 ISQ로 평가할 수 있다(Barewal 등 2003. Meredith 등 1997a,b. 

Huang 등 2002). 상악, 하악 두 집단 간의 PTV 값 또한 통계학적으로 유

의한 차이를 보일 정도로 하악(-5.52±0.96)이 상악(-4.44±1.45)보다 

PTV 값이 낮게 나왔다(Table 10, Fig. 4). 이러한 결과는 Olive 등

(1990), 김선재(1998)의 연구결과와 일치되는 결과이다. 

 임플란트 시스템별로 임플란트 직경의 ISQ와 PTV 값의 향에 대해서 

알아보았다. 우선 각 시스템별로 가장 많은 수의 관찰값을 가지는 길이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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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를 고정하 다. Brånemark 시스템에서 직경는 ISQ와 PTV 값에 전혀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결과가 나왔으며(Table 11-14), ITI 시스템에서

는 직경이 ISQ와 PTV 값에 영향을 미친다는 결과가 나왔다(Table 

15,16). 이러한 결과는 식립 부위별로 차이가 나는 ISQ와 PTV 값에서 식

립부위를 고정하지 않고 직경에 따른 결과를 분석하였으며, 시스템별로 직

경이 미치는 영향에 한 ISQ와 PTV 값의 이후의 연구가 더 필요하다고 

사료된다. 

 임플란트 안정성을 평가하는 비파괴적인 두 가지 방법을 이용한 임상실험

을 진행하 다. 한명의 환자를 대상으로 하는 longitudinal study가 아니라 

치유기간에 있는 환자에서 무작위적으로 PTV와 ISQ를 측정하 으며, 변수

들을 통제해서 특정한 향인자를 찾아내기 어려운  연구 모형상의 단점이 

존재하 다.

 Periotest®의 임상 적용 시의 여러 가지 한계로 인하여 좀 더 정밀한 임

플란트 안정성 평가 방법의 일환으로 개발되어진 Osstell™(RFA)은 비교적 

변수가 적은 관계로 Periotest® 보다는 더 정확히 임플란트의 안정성을 평

가할 수 있다고 한다. 그러나 시간, 비용적인 문제로 인하여 실제로 임상에

서 사용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이번 임상실험의 결과에서 보듯이 임플란트 

시스템별로 약간의 차이는 존재하지만, PTV와 ISQ 사이에 상관관계가 존

재하게 되면, 비용 시간적인 면의 절감을 위해서 현재 널리 사용되고 있는 

Periotest®의 사용을 지속 가능하다는 결론이 나올 수 있다. 그러나 앞서 

언급한 Periotest®의 한계를 인지하고, 여러 부가적인 임상검사 방법과 병

행해서 사용하여야만 Periotest®의 낮은 민감도를 극복해서 실패한 임플란

트의 평가와 성공한 임플란트의 평가에 PTV가 유용하게 사용되어 질 수 

있다. 

 그리고, 현재 새로 개발되어서 상용화가 되어 있는 Osstell™의 경우 비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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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riotest® 보다는 측정값에 영향을 미치는 인자들은 줄었지만, 골의 상방

으로 올라온 임플란트 길이(effective implant length)에 한 변수를 줄여 

줄 수 있는 보상값이 존재하면 임플란트와 골간의 긴밀한 접촉에 한 평

가를 좀 더 오차 없이 측정할 수 있다고 본다. 그리고 임상에서 측정하는

데 소요되는 시간을 줄일 수 있는 방법 또한 개선되어져야할 사항이다. 

ISQ에 한 임상연구가 좀 더 진행되어서 임플란트 안정성과 보철물을 연

결할 수 있는 정도의 골유착에 한 정량적인 평가를 할 수 있는 연구가 

진행되어야 한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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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결론

 임플란트 보철물을 장착하기 전 임플란트(총 238개)를 상으로 

Periotest®와 Osstell™의 상관관계와 임상적용에 해서 알아보았다.

1. ISQ와 PTV 값 사이의 상관관계는 존재한다 (Pearson correlation= 

-0.482).

2. ITI 시스템에서 ISQ(평균 62.9±6.99)과 Brånemark 시스템에서의 ISQ

(평균 72.69±8.64)사이에는 Brånemark 시스템이 통계학적으로 유의한 수

준으로 낮게 나왔다. PTV는 임플란트 시스템에 따른 차이는 통계학적으로 

유의차가 없는 것으로 나왔다.

3. 임플란트 시스템별 ISQ와 PTV 값의 상관관계 분석결과 ITI 시스템의 

Pearson correlation 값이 -0.637로 Brånemark 시스템의 -0.382보다 높

게 나왔다. 

4. ISQ와 PTV 값의 상악과 하악 간의 차이에 한 분석결과 ISQ 값에서

는 통계학적으로 유의한 정도의 차이를 보일 정도로 하악( 70.60±8.77)이 

상악(62.53±7.35)보다 높게 나왔으며, PTV 값 또한 하악(-5.52±0.96)이 

상악(-4.44±1.45)보다 낮게 나왔다.

5. Brånemark 시스템에서는 직경이 ISQ나 PTV 값에 영향을 미치지 않으

며, ITI 시스템에서는 직경이 커질수록 ISQ값은 증가하며, PTV값은 감소

하는 경향을 보인다.

 이상과 같이 Osstell™이 임상적으로 많이 사용되어지고 있는 Periotest®

의 문제점들을 개선시켜줄 수 있는 임플란트 안정성검사이다. 많은 연구가 

되어온 Periotest®와 새로 개발된 Osstell™이 상관관계가 있다는 결과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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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왔다. 이러한 결과는 Periotest®가 여러 가지 변수들을 고려하고, 다른 

임상검사들과 병행해서 임플란트의 안정성 평가에 계속 사용될 수 있다고 

결론지을 수 있다. Osstell™ 또한 몇 가지 변수를 포함하고 있으며, 이를 

보정할 수 있는 연구가 더 필요하다고 본다. 그리고, 임상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방법들 특히 골흡수량에 한 민감도조사와, 임플란트 보철물 장착 

시기를 알 수 있는 정량적인 연구가 필요하리라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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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A Comparative study of implant stability evaluation using 

clinical measurements of Periotest®and Osstell™ 

Jae Han Park

Department of Dentistry

The Graduate School, Yonsei University

(Directed by Professor Dong Hoo Han)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compare non-destructive stability 

test of implants using frequency resonance analysis, Osstell™ and 

Periotest®, currently accepted and widely used non-destructive 

stability test of implant in both implant systems of Brånemark and 

ITI. and between two implant systems. Further comparisons were 

made on the location of implants, mandibular vis maxillar and width 

of implants.

A total of 238implants: 96 Brånemark and 143 ITI impalnts were 

investigated.

Following results were observed.

1. There was a correlation between the values of ISQ and PTV 

(Pearson correlation= -0.482).

2. The mean ISQ value for ITI implant was 62.9±6.99 and for 

Brånemark implant was 72.69±8.64. Statistically Brånemark system 

had significantly lower ISQ value. In PTV there was no statistical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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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ignificant difference between two groups 

3. The correlation of ISQ and PTV of each implant system were 

analysed, the Pearson correlation for ITI implant was -0.637, which 

was higher than Brånemark of -0.382

4. When comparison of mandibular and maxilla implant were made 

ISQ value were significantly different and the ISQ value of mxilla 

was 62.53±7.35 and 70.60±8.77 in Mandible. The PTV also had 

lower mandibular value of -5.52±0.96 than maxilla of -4.44±1.45.

5. In Brånemark implant there was no statistical significance with 

different width of implants and in ITI implant the ISQ was increasing 

and reducing PTV with increased width.

The values of Periotest® used commonly to test the stability of 

implant were correlated with the values of more objective evaluation 

method of  Osstell™. The disadvantages of Osstell™ were difficulties 

in use and high expenses. However, Periotest® had shown great 

variables which may affect the values and care must be taken and 

other clinical examination must be considered. There were limited 

clinical evaluation of Osstell™ and further studies were needed to 

identify factors which may effect the evaluation and clinical 

applications.

key word : Osstell™, Periotest®, ISQ, PTV, Resonance Frequency 

Analysis, Implant stability test, Correlation.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