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숨 가쁘게 치과대학과 수련의 과정을 거치고 난 후 주어진 교육 과정대로 수동적
으로 행해지던 나의 배움의 과정이 끝나버린 것은 공중보건의사 시절이었습니다.
그동안 주어졌던 것들이 너무 무거웠던 때문이었는지 나에게 찾아온 자유는 너무
나 달콤한 것이었습니다.하지만,배움에서 손을 놓은 즉시 학문에서 퇴보하게 되
는 것은 역시 어느 현자의 말씀대로였습니다.
그렇게 배움에서 멀어진 생활을 하고 있을 즈음,내게 다시금 학문의 열정을 갖
게 한 것은 보철과 30주년 행사에서였습니다.당시 연세 보철학 80주년 기념행사
에서 보철과의 역사를 되짚는 슬라이드에서 나의 시선을 붙잡은 것은 서양인 의
사였습니다.미국에서 잘 나가던 보철과 의사가 지구 반대편의 미개한 나라에서
한국 사람을 치료하고 한국 의사를 교육시키던 한 장의 사진은 잃고 있던 나의
목적을 다시금 발견하게 하는 것이었습니다.만약 나도 그분과 같은 삶을 살고 싶
다면,더 늦기 전에 학위 과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길지만 또 짧은 석사 과정 동안,이 논문이 완성되기까지 끊임없는 열정으로 지
도해 주신 한동후 교수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또한 논문을 위해 조언과 격
려를 아끼지 않으셨던 문홍석 교수님과 황선홍 교수님께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저에게 치과의사의 첫 길을 지도해 주신 정문규 교수님,이근우 교수님께도 늘 감
사의 마음을 갖게 됩니다.이 분들 때문에 오늘의 제가 있음을 잊지 않고,항상
겸손하고,부단히 선생(先生)님의 길을 따라가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지금까지 벗으로,동역자로 같은 길을 걸으며,학위과정동안 어려운
일들을 함께해준 사랑하는 아내와 언제나 나에게 기쁨과 힘을 주는 사랑하는 딸
채린이와 하린이,그리고,하늘나라에서 자랑스러워하실 나의 어머니께 이 논문을
드립니다.

2006년 12월

윤 준 호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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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국국문문문요요요약약약

기기기능능능 노노노출출출 후후후 PPPeeerrriiioooTTTeeesssttt®®®를를를 이이이용용용한한한 장장장기기기간간간의의의 임임임플플플란란란트트트
안안안정정정성성성 평평평가가가

임플란트의 안정성은 임플란트의 성공과 실패에 중요한 요소로서,골유착이 상실
된 경우 임플란트 안정성이 떨어지고,임플란트가 실패하게 된다.골유착의 상태
를 평가하는 방법으로 방사선학적 방법과 임플란트 동요도를 측정하는 방법,그리
고 공진 주파수 측정 방법이 있다(Adell1986,Meredith1996).하지만 이들 방법
이 객관성이 떨어지거나,시간과 비용이 많이 소요되는 등의 단점을 가지고 있어
서 임상에서 사용하는 데 제한이 있다.이에 따라 임상에서 쉽게 사용할 수 있고,
정량적으로 수치화가 가능한 PerioTest®를 사용하여 장기간 임플란트 안정성을 평
가하는 것이 임상적으로 의미가 있는지의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본 연구를 시행
하였다.
1991년부터 2003년까지 연세대학교 치과대학 병원에 내원하여 임플란트를 시술받
고 보철물을 장착한 후 3년 이상 정기 검진을 시행한 326명의 환자에서 780개의
임플란트를 대상으로 매 6개월 마다 PerioTest® 검사를 통해 다음과 같은 결과를
얻었다.

1.매 6개월 마다 PTV를 측정한 결과,보철물 장착 직후 6개월째에 PTV의 감소
가 가장 뚜렷하게 나타났고(p<.05),그 이후에는 60개월까지 PTV에 변화가
없었다.

2.임플란트의 종류에 따라,ITI임플란트가 Brånemark 임플란트보다 보철물
장착 직후부터 48개월까지 더 낮은 PTV를 나타냈고(p<.05),self-tapping임플
란트가 standard임플란트에 비해 초기에 낮은 PTV를 나타내었다(p<.05).

3.식립 부위에 따른 비교에서 상악보다 하악에서 더 낮은 PTV를 나타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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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05).이는 60개월까지 같은 양상을 보였다.하악에서는 전치부와 구치부간
의 PTV에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으나,상악에서는 구치부가 전치부보다 더 낮
은 PTV를 보였다(p<.05).

4.임플란트의 길이에 따른 비교에서 가장 긴 13㎜ 이상의 임플란트가 가장 높은
PTV를 나타내었다(p<.05).

5.임플란트 직경에 따른 비교에서 5.0㎜의 임플란트가 3.75㎜의 임플란트보다 더
낮은 PTV를 보였다(p<.05).

6.대합치의 종류에 따른 비교에서는,보철물 장착 후 6개월에서만 대합치가 임플
란트인 경우가 대합치가 자연치이거나 의치인 경우보다 더 높은 PTV를 나타
내었고(p<.05),이후에는 차이를 나타내지 않았다.

이상의 결과로 볼 때,임플란트에 보철물을 장착하여 기능하중을 가한 후 일정시
간까지 골과 임플란트 간에 교합력에 의한 생리적인 골 개조가 일어나며 그 이후
부터는 안정화를 보여,임플란트 동요도가 변화되지 않는 것으로 사료된다.임플
란트 동요도에 영향을 주는 요소로는,임플란트의 종류,임플란트의 길이,직경,
그리고 식립부위이며,골 개조가 일어나는 시기에 대합치의 종류에 따라 영향을
받는다.따라서 위와 같은 많은 요소에 의해서 PTV의 절대값이 영향을 받기 때문
에 PTV로 골유착의 성공 여부를 판단할 수는 없지만,지속적이고 연속적인 PTV
의 측정을 통해 PTV의 변화를 살펴봄으로써 골유착의 실패를 진단하는 도구 중
하나로 PerioTest®를 사용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핵심어 :Periotest,임플란트 안정성,PTV,임플란트 동요도



1

기기기능능능 노노노출출출 후후후 PPPeeerrriiioooTTTeeesssttt®®®를를를 이이이용용용한한한 장장장기기기간간간의의의
임임임플플플란란란트트트 안안안정정정성성성 평평평가가가

(((지지지도도도 한한한동동동후후후 교교교수수수)))
연연연세세세대대대학학학교교교 대대대학학학원원원 치치치의의의학학학과과과

윤윤윤 준준준 호호호

ⅠⅠⅠ...서서서 론론론

골유착성 치과 임플란트는 1965년 스웨덴의 P.I.Brånemark에 의해 처음 개발된
이후 40여 년간 치아 결손의 수복 방법으로 사용되어져 왔고,임상적,실험적 연
구를 통해 완전 또는 부분 무치악 환자에서 성공적인 치료법으로 인정받아 치과
계에 많은 영향을 끼쳤으며 환자의 삶의 질을 향상시켰다(Adell1981,Albrektsson
1986,Cox1987).골유착(Osseointegration)이란 임플란트 표면과 임플란트 주위골
사이에서 골조직이 기능적, 구조적으로 직접적인 결합을 이루는 현상으로,
Albrektsson등은 임상적인 의미에서 골유착을 이종 물질의 증상이 없는 견고한
고정을 얻는 것과 기능 교합 하에서 골이 유지되는 것이라고 정의하였다
(Albrektsson1994).골유착은 임플란트의 안정성을 위한 필수 요소이며,이를 통
해 임플란트가 기능 하중을 성공적으로 받을 수 있게 한다(Zarb1991).
임플란트의 안정성은 임플란트의 성공과 실패에 중요한 요소로서,임플란트가 기
능 하중을 받기 전에 골유착에 실패한 것을 초기 실패(earlyfailure)라 하며,이는



2

임플란트 시술 후 수 주 또는 수 개월 내에 나타나고,임플란트가 기능 하중을 받
은 후에 골유착이 실패한 경우를 후기 실패(latefailure)라 한다(Albrektsson1988,
Adell1990).임플란트의 초기 실패는 임플란트 시술시 과도하게 골이 상해를 받
은 경우,세균 감염,초기 고정이 부족한 경우,그리고 기능 하중 부여 시의 임플
란트의 고정이 실패한 경우 등에 나타날 수 있다(Tonetti1994).
임플란트의 초기 실패와 후기 실패를 감별해 내기 위해서는 임플란트의 골유착
상태를 확인해야 하는데,이를 위한 가장 정확한 방법은 광학현미경이나 전자현미
경으로 임플란트 표면과 인접한 골조직이 직접 접촉하는 것을 관찰하는 것이다.
하지만 임상에서 이러한 방법을 실제로 적용할 수는 없으므로 임상적으로 골유착
상태를 평가하기 위한 적절한 진단방법이 필요하게 되었다.임상적으로 골유착의
양과 질을 평가하는 방법으로는 임플란트의 지지력(holdingpower)을 측정하는 방
법(Johansson& Albrektsson1987,Teillstrom 등 1988),제거시의 힘을 측정하는
방법(Carlsson등 1988),Pull-andpush-throughtests(Dhert등 1992)등이 개발되
었으나 여전히 임상적으로 적용하기에는 파괴적이거나,정확도가 떨어지는 단점들
을 가지고 있다(Huang등 2003b).
Adell등은 임상에서 임플란트의 골유착을 평가하는 가장 신뢰할만한 방법은 방
사선학적으로 임플란트 주위의 변연골 수준을 평가하는 방법과 임플란트 동요도
를 검사하는 방법이라고 하였다(Adell1986).방사선학적 방법은 임플란트의 골유
착 실패나 구성물의 부적합한 접합을 감지하는 데 매우 유용하다(DelBalso등
1994).그러나 진단의 정확성이 떨어지며(Zarb& Schmitt1990),골유착에 실패한
임플란트를 진단하는 데 적절하지 않고,방사선학적 검사 상 정상이라 하더라도
여러 가지 임상 조건들과 함께 임플란트의 골유착을 신중히 진단해야 한다고 하
였다(Súnden등 1995).임플란트 동요도의 관점에서,동요도를 보이는 임플란트는
골유착에 실패했다고 간주하였다(Johansson & Albrektsson 1987, Olivé &
Aparicio1990).임플란트의 동요도를 평가하는 간단한 방법으로는 2개의 구강경을
이용하여 임플란트를 측방으로 움직인 후 Miller의 분류에 의하여 동요도를 측정
하는 방법(Cochran등 2002)이 있으나,이는 임상적으로 동요도를 시각과 촉각에
의존하여 평가하므로,동요도가 없다고 하여도 골유착이 완전히 일어났다고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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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 수 없다.
이에 따라,보다 정밀하고 객관적으로 임플란트 동요도를 평가할 수 있는 방법이
필요하게 되었고 PerioTest®(SiemensAG,Bensheim,Germany)를 임플란트 동요
도의 측정에 이용하게 되었다.d̀Hoedt등은 방사선학적 방법의 한계로 인해 임상
적 동요도 측정 방법이 더 믿을 수 있는 방법이라고 하였다.그리고 동요도의 수
기 검사 방법 보다 기계적 측정 방법을 추천하였다(d̀Hoedt등 1985).Schulte등
은 PerioTest®는 치주 상태를 빠르고 ,간단하게 측정할 수 있는 장비이고 매우 믿
을 만한 결과를 가져온다고 하였다(Schulte등 1992).Olivé등은 PerioTest®가 임
플란트의 미세한 초기 움직임과 주변골의 dampingcapacity를 측정함에 있어 정
량적이고,재현 가능한 측정 방법이라고 하였다.(Olivé1990)
PerioTest®를 임플란트 동요도의 측정에 이용하는 것에 대한 여러 연구가 있었다.
Chavez는 지대원주가 0.038㎜정도 움직이는 것까지도 PerioTest®로 측정이 가능하
다고 하였고(Chavez1993),Ohlenbursch는 골유착된 임플란트 동요도의 반복적인
측정결과 95.5%에서 PerioTest® 측정값이 오차 1이내에서 재현성을 보였다고 보
고하였으며(Ohlenbursch1993),Chai등은 7명의 다른 치과의사가 동일한 임플란
트를 PerioTest®로 측정한 결과 임플란트 동요도의 통계적 유의차는 없었고,또한
측정하는 물체의 동요도가 작을수록 PerioTest®의 측정값은 더욱 재현성이 높아졌
다고 보고하였으며,임플란트 동요도 평가에 PerioTest®를 사용하는 것이 객관적이
며 재현성을 가지는 방법이라고 하였다(Chai등 1993).
PerioTest®를 사용하여 임플란트 동요도를 평가할 때 측정값에 영향을 미치는 요
인들로,지대원주(Abutment)의 길이와 임플란트 주위 조직의 상태,임플란트의 길
이,식립 부위,그리고 임플란트의 형태 등이 있다(Teerlinck등 1991,Olivé등
1990,Buser1990,Salonen1993).김 등은 187개의 임플란트를 대상으로 한 연구
에서 큰 직경의 임플란트가 작은 직경의 임플란트보다 낮은 PTV(PerioTest®

value)를 나타내었고,식립 부위에 따라서는 하악이 상악보다 낮은 PTV를 보인다
고 하였으며,임플란트 기능 후 1년까지는 PTV의 변화에 유의차가 없었으나,2년
에는 통계적으로 유의성 있게 PTV가 감소하였다고 보고한 바 있다(김 등 1998).
이와 같이 PerioTest®를 이용한 임플란트 동요도에 관한 많은 연구가 있었으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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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분이 특정 시점에서의 PTV의 비교 및 PTV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에 국한되어
있고,개개의 임플란트에서 장기적으로 PTV를 관찰하여 그 변화를 알아본 것은
없었고,있다 하더라도 표본의 개수가 너무 적어 그 결과를 일반화시키기 어려운
단점이 있었다.따라서 이번 연구에서는 좀 더 많은 표본으로,PTV에 영향을 미치
는 요인이 무엇이고 시간이 지남에 따라 그 값이 어떻게 변화하는지를 알아보아
장기적으로도 PerioTest®가 골유착의 상태와 임플란트의 예후를 분석하는 데 효과
적인 진단 도구인지를 평가해 보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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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ⅡⅡ...연연연구구구대대대상상상 및및및 방방방법법법

가가가...연연연구구구대대대상상상

연세대학교 치과대학 병원 임플란트 클리닉에서 1991년부터 2003년까지
Brånemark임플란트 시스템(NobelBiocareAB,Gothenburg,Sweden)과 ITI임플
란트 시스템(Straumann AG,Waldenburg,Switzerland)으로 시술받고 보철물을
장착한 후 3년 이상 경과한 환자들을 연구대상으로 선정하였다.총 326명의 환자
중 154명이 남자,172명이 여자였고 이들의 평균 나이는 53.4세로 최소 3년,최대
12년까지 관찰하였으며,이들의 평균 관찰기간은 4.8년 이었다.이들에게 식립된
임플란트는 총 836개였고,이들 중 56개의 임플란트는 보철물을 연결한 이후 접착
한 보철물이 제거되지 않아 보철물 상에서 PTV가 측정되었기에 연구대상에서 제
외하여 Brånemark임플란트 523개와 ITI임플란트 257개,총 780개의 임플란트만
을 연구 대상으로 하였다.이중 23개의 임플란트는 보철물 장착 후 3년이 경과하
지는 않았지만 실패한 임플란트로,연구대상에는 포함시켰으나 통계처리에서는 제
외하였다.

나나나...연연연구구구방방방법법법

1.PerioTest®의 적용

임플란트에 영구 지대원주(permanentabutment)를 연결한 다음 환자의 머리를
받침대에 고정시키고 PerioTest®의 핸드피스의 첨부에 달린 막대가 바닥과 평행하
게,임플란트의 장축에 수직이 되게,그리고 악궁이 임플란트와 만나는 곳의 접선
에 직각을 이루도록 위치시킨 후,임플란트의 지대원주가 연조직과 접촉하는 직상



6

방에서 측정하도록 하였다.매 임플란트 당 PerioTest®로 3-4회 반복 측정하여 같
은 수치가 3회 측정되면 그 값을 PTV로 결정하였고,만일 측정값이 오차 1의 범
위 내에서 같은 비율로 측정되면 그 평균값을 PTV로 결정하게 되고,측정값의 오
차가 2이상인 경우에는 PerioTest®를 보정하여 다시 측정하였다.모든 측정은 보
철물을 제거한 후 각각의 영구 지대원주 상에서 시행하였으며,UCLA 지대원주를
사용한 경우에는 치유 지대원주(healingabutment)로 교환하여 연결한 후 측정하
였다.또한 검사자는 위의 protocol대로 교육을 받은 연세대학교 치과대학 병원
보철과의 다수의 수련의로 한정하였다.

2.임플란트 기능 후 시간과 각 변수에 따른 PTV의 변화 측정
임플란트에 보철물을 장착한 시점과,임플란트가 기능을 시작한 후 6개월마다 정
기 검진을 시행하여 매 시기 마다 PTV를 측정하였고,그 후 시간의 경과에 따른
PTV의 변화를 알아보았다.또한 임플란트를 종류,식립 부위,길이,직경,대합치
의 종류에 따라 다음과 같이 구분하여,보철물 장착 시점과,기능 후 시간에 따른
변화를 알아보았다(Table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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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1.Classificationofeachvariables

SLA:SandblastedwithLargegritaluminium oxide& Acidetched(1990).
TPS:Titanium PlasmaSpraycoating(1974).
Mx.=Maxillary,Mn.=Mandibular,Ant=Anterior,Post=Posterior.

3.실패한 임플란트 분석
실패한 임플란트를 각각 초기 실패와 후기 실패로 나누어 보고,각 임플란트의
시간에 따른 PTV의 변화를 알아보았다.

다다다...통통통계계계처처처리리리

모든 통계는 SPSS(SPSSInc,Chicago,Illinois,USA)v.12.0프로그램을 사용하여
처리하였으며,임플란트 기능 후 시간에 따른 변화,식립 부위,길이,직경,대합치
의 종류에 따른 PTV의 비교는 One-way ANOVA test를 시행하였고,Scheffe‘s
test를 통해 사후 검정을 실시하였다.임플란트 종류에 따른 비교는 Independent
two-samplet-test를 시행하였다.

Variables Classification

Typeofimplant
Brånemark ITI

a.standard b.MarkⅡ c.MarkⅣ d.SLA e.TPS

Location a.Mx.Post b.Mx.Ant c.Mn.Ant d.Mn.Post

Length(㎜) a.~8.5 b.10.0 c.11.5 d.12.0 e.13.0~

Diameter(㎜)
Brånemark ITI

a.3.75 b.4.0 c.5.0 d.4.1 e.4.8

Opposingtooth a.Naturaltooth b.Denture c.Impla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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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ⅢⅢ...연연연구구구결결결과과과

111...임임임플플플란란란트트트의의의 기기기능능능 후후후의의의 PPPTTTVVV변변변화화화

총 780개의 임플란트의 보철물 장착 직전의 PTV와 매 6개월마다 60개월까지 측
정한 PTV를 비교한 결과,기능 하중을 가한 후 6개월까지는 PTV가 유의차 있게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나(p<.05),6개월 이후부터는 PTV의 변화에서는 통계적
으로 의미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Table2).

Table2.MeanPerioTestvaluedifferencesbetweenconsecutiveyears

Month N Mean Std.deviation Min Max
0
6
12
18
24
30
36
42
48
54
60

699
522
598
441
495
283
436
155
318
115
240

-4.69
-5.34
-5.45
-5.57
-5.75
-5.33
-5.73
-5.74
-5.72
-5.78
-5.71

1.953
1.659
1.806
1.772
1.539
2.435
1.419
1.445
1.332
1.336
2.117

-8
-8
-8
-8
-8
-8
-8
-8
-8
-8
-8

7
2
5
5
4
4
2
-1
0
-1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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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2...임임임플플플란란란트트트 종종종류류류에에에 따따따른른른 PPPTTTVVV의의의 비비비교교교 및및및 시시시간간간에에에 따따따른른른 변변변화화화

임플란트를 종류에 따라 Brånemark과 ITI로 나눈 결과 보철물 장착 당시의 PTV
는 ITI임플란트가 Brånemark임플란트보다 유의차 있게 낮은 PTV를 나타냈고
(p<.05)(Table 3), Brånemark 임플란트 내에서도 MarkⅡ나 MarkⅣ type이
Standard type에 비해 통계적으로 유의차 있게 낮은 PTV를 나타내었다
(p<.05)(Table4).같은 방식으로 ITI를 비교하였을 때에는 TPStype과 SLA type
간의 유의차는 나타나지 않았다(Table5).
보철물 장착 후 6개월부터 60개월까지의 비교에서는 보철물 장착 후 48개월까지
Brånemark과 ITI사이의 PTV 차이가 계속되어 ITI의 PTV가 더 낮은 값을 나타내
었다(p<.05).보철물 장착 이후의 Brånemark 임플란트 내에서의 비교에서는
self-tappingtype인 MarkⅡ나 MarkⅣ type의 임플란트가 standardtype의 임플란
트보다 12개월 후의 비교에서 좀 더 낮은 PTV를 나타내었으나(p<.05)이후의 비
교에서는 통계적으로 유의차가 나타나지 않았다(Table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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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3.MeanPerioTestvaluesbetweentheBrånemarkandtheITIimplant

Table4.MeanPerioTestvaluesaccordingtothedifferentfixturetypesofthe
Brånemarkimplant

Month Brånemark(n) ITI(n) Pvalue
0
6
12
18
24
30
36
42
48
54
60

-4.2±2.05(451)
-5.0±1.75(344)
-5.1±1.96(385)
-5.3±1.91(273)
-5.4±1.50(322)
-5.1±2.67(199)
-5.5±1.54(295)
-5.6±1.50(117)
-5.5±1.36(229)
-5.7±1.41(96)
-5.7±1.37(191)

-5.7±1.26(248)
-6.1±1.15(178)
-6.2±1.21(213)
-6.1±1.43(168)
-6.1±1.52(173)
-5.9±1.64(84)
-6.2±0.96(141)
-6.2±1.20(38)
-6.3±1.02(89)
-6.1±0.88(19)
-5.9±3.85(49)

0.000*
0.000*
0.000*
0.000*
0.000*
0.002*
0.000*
0.024*
0.000*
0.251
0.542

Month Standarda(n) MarkⅡb(n) MarkⅣc(n) Pvalue Scheffe's
0
6
12
18
24
30
36
42
48
54
60

-3.3±2.20(55)
-4.8±1.78(45)
-4.2±2.36(48)
-5.0±1.76(32)
-5.3±1.29(39)
-5.5±1.37(27)
-5.7±0.93(43)
-5.5±1.07(8)
-5.6±0.91(39)
-5.6±0.54(7)
-5.5±1.01(35)

-4.1±2.04(229)
-5.0±1.75(175)
-5.2±1.80(189)
-5.2±2.10(142)
-5.4±1.34(146)
-5.1±1.91(99)
-5.4±1.56(159)
-5.6±1.62(56)
-5.5±1.48(120)
-5.5±1.65(41)
-5.6±1.53(100)

-5.1±1.62(15)
-5.3±0.99(14)
-5.3±1.18(18)
-4.4±2.90(14)
-5.3±1.10(11)
-5.3±0.50(4)
-5.6±1.08(12)
-6.0±0.00(1)
-5.0±0.63(6)
-4.5±2.12(2)
-6.0±0.00(4)

0.003*
0.591
0.004*
0.331
0.731
0.602
0.422
0.949
0.604
0.663
0.740

c=b<a

c=b<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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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5.MeanPerioTestvaluesaccordingtothedifferentfixturetypesofthe
ITIimplant

333...임임임플플플란란란트트트 식식식립립립 부부부위위위에에에 따따따른른른 PPPTTTVVV의의의 비비비교교교 및및및 시시시간간간에에에 따따따른른른
변변변화화화

임플란트 식립 부위를 상악 구치부,상악 전치부,하악 전치부,하악 구치부의 네
가지 부위로 나누어 비교한 결과 보철물 장착 직전의 PTV는 하악 구치부와 하악
전치부가 상악 전치부와 상악 구치부에 비해 통계적으로 유의차 있게 낮은 값을
나타내었다(p<.05).또한 시간의 경과에 따른 결과에서도 하악과 상악 사이에서는
통계적인 유의차가 나타났지만,하악 전치부와 하악 구치부 사이에는 차이가 없었
고,상악 구치와 상악 전치 사이에서는 상악 구치부의 PTV 값이 특정 구간에서
유의차가 나타났다(p<.05)(Table6).

Month TPS(n) SLA (n) Pvalue
0
6
12
18
24
30
36
42
48
54
60

-5.8±1.20(23)
-6.3±1.49(22)
-6.2±1.41(22)
-6.1±0.96(16)
-5.5±2.81(17)
-5.6±2.53(14)
-6.2±0.75(16)
-6.8±0.50(4)
-6.4±0.53(9)
-5.4±0.55(5)
-6.3±0.75(13)

-5.8±1.29(134)
-6.2±1.12(103)
-6.3±1.15(119)
-6.2±1.33(99)
-6.1±1.32(103)
-6.2±1.19(51)
-6.3±1.05(73)
-6.0±1.32(28)
-6.6±0.98(48)
-6.6±0.67(12)
-5.6±5.15(27)

0.956
0.633
0.717
0.802
0.172
0.280
0.718
0.253
0.595
0.054
0.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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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6.MeanPerioTestvaluesaccordingtothedifferentregions

444...임임임플플플란란란트트트의의의 길길길이이이에에에 따따따른른른 PPPTTTVVV의의의 비비비교교교 및및및 시시시간간간에에에 따따따른른른
변변변화화화

임플란트를 길이에 따라 분류한 결과 보철물 장착 직전에는 8.5㎜,10㎜와 12㎜의
임플란트가 11.5㎜ 임플란트보다 유의차 있게 낮은 PTV를 보였고,13㎜ 임플란트
가 가장 높은 PTV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p<.05).시간의 경과에 따른 결과에
서는 48개월까지,가장 길이가 긴 13㎜ 임플란트가 통계적으로 유의차 있게 가장
높은 PTV값을 보였다(p<.05)(Table7).

Month Mx.Post.a(n)Mx.Ant.b(n)Mn.Ant.c(n)Mn.Post.d(n)
P

value
Scheffe's

0
6
12
18
24
30
36
42
48
54
60

-3.4±2.18(140)
-4.5±1.9(86)
-4.5±2.34(115)
-4.7±2.06(73)
-5.3±1.97(96)
-4.2±3.87(68)
-5.4±6.57(86)
-5.2±1.39(38)
-5.3±1.65(58)
-5.4±1.67(20)
-5.4±1.20(46)

-3.3±1.95(77)
-3.7±1.69(56)
-3.9±1.97(65)
-4.2±1.67(44)
-4.3±1.94(53)
-3.4±1.84(33)
-4.2±1.85(45)
-3.4±2.01(10)
-4.4±1.64(36)
-4.3±1.38(7)
-4.4±1.84(31)

-5.1±1.04(55)
-5.4±1.45(43)
-5.8±1.41(50)
-5.8±1.08(42)
-5.7±0.83(49)
-5.8±1.26(30)
-5.8±1.27(42)
-6.0±0.89(6)
-5.9±0.97(27)
-6.1±1.25(8)
-5.7±1.22(15)

-5.3±1.55(427)
-5.8±1.30(337)
-6.0±1.28(368)
-6.0±1.60(282)
-6.0±1.20(297)
-6.2±1.10(150)
-6.1±1.08(263)
-6.2±1.11(101)
-6.1±0.99(197)
-6.0±1.16(80)
-6.1±2.34(148)

0.000*
0.000*
0.000*
0.000*
0.000*
0.000*
0.000*
0.000*
0.000*
0.004*
0.000*

d=c<a=b
d=c<a<b
d=c<a=b
d=c<a=b
d=c<a<b
d=c<a=b
d=c<a<b
d=c=a<b
d=c<a<b
c=d=a<b
d=c=a<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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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7.MeanPerioTestvalueaccordingtothedifferentimplantlength

555...임임임플플플란란란트트트의의의 직직직경경경에에에 따따따른른른 PPPTTTVVV의의의 비비비교교교 및및및 시시시간간간에에에 따따따른른른
변변변화화화

임플란트의 직경에 따라 분류한 결과 4.8㎜,4.1㎜의 임플란트가 5.0㎜,4.0㎜,3.75
㎜ 임플란트 순으로 유의차 있게 낮은 PTV를 보였다(p<.05).시간 경과에 따른 결
과에서는 48개월까지 직경이 작은 임플란트들(3.75㎜,4.0㎜)이 유의차 있게 높은
PTV를 나타내었다(p<.05)(Table8,9).

Length(㎜) P
value

Scheffe'sMonth ~8.5a(n) 10.0b(n) 11.5c(n) 12.0d(n) 13.0~e(n)
0
6
12
18
24
30
36
42
48
54
60

-5.3±1.84(58)
-6.2±1.27(47)
-5.5±2.09(58)
-6.3±1.22(40)
-6.1±1.13(47)
-5.2±4.67(18)
-6.0±0.87(43)
-6.4±1.08(12)
-6.1±0.96(27)
-6.1±1.64(8)
-6.1±0.64(22)

-4.9±2.02(186)
-5.5±1.57(141)
-5.7±1.68(149)
-5.9±1.40(113)
-5.1±1.62(127)
-5.6±2.53(77)
-6.0±1.30(103)
-6.0±1.24(41)
-6.0±1.18(74)
-5.8±1.29(40)
-5.8±3.38(68)

-4.6±1.38(58)
-5.6±1.50(43)
-5.7±1.72(55)
-6.0±1.21(39)
-5.8±1.54(39)
-6.4±1.10(24)
-6.2±1.11(36)
-5.9±1.59(20)
-6.0±0.68(29)
-6.3±0.76(7)
-5.9±0.85(20)

-5.7±1.40(115)
-6.0±1.26(77)
-6.2±1.24(95)
-5.6±1.64(69)
-6.3±1.22(72)
-5.9±1.43(31)
-6.2±1.08(66)
-6.2±1.13(19)
-6.1±1.18(48)
-6.3±0.87(9)
-6.4±0.75(20)

-4.1±2.03(272)
-4.9±1.61(207)
-4.9±1.89(236)
-5.1±2.11(175)
-5.3±1.57(205)
-5.0±1.69(132)
-5.3±1.61(183)
-5.3±1.56(63)
-5.3±1.50(140)
-5.6±1.45(50)
-5.4±1.53(106)

0.000*
0.000*
0.000*
0.000*
0.000*
0.030*
0.000*
0.012*
0.000*
0.359
0.277

d=a=b<c<e
a=d=c=b<e
a=c=b=d<e
a=c=b=d<e
d=a=c=b<e
c=d=b=a<e
d=c=a=b<e
a=d=b=c<e
d=a=b=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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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8.MeanPerioTestvalueaccordingtothedifferent implant
Diameter(Brånemark)

Table9.MeanPerioTestvalueaccordingtothedifferentimplantdiameter(ITI)

Diameter(㎜) Pvalue Scheffe'sMonth 3.75a(n) 4.0b(n) 5.0c(n)
0
6
12
18
24
30
36
42
48
54
60

-3.8±2.13(222)
-4.7±1.69(164)
-4.6±2.07(184)
-5.1±2.20(128)
-5.2±1.65(156)
-5.0±1.94(106)
-5.2±1.67(145)
-5.4±1.58(60)
-5.4±1.55(133)
-5.8±1.36(48)
-5.5±1.40(103)

-4.3±1.72(119)
-5.0±1.54(96)
-5.3±1.57(102)
-5.1±1.77(82)
-5.2±1.18(93)
-5.1±1.55(52)
-5.5±1.29(87)
-5.5±1.50(34)
-5.3±0.87(44)
-5.3±1.62(27)
-5.6±1.46(39)

-5.0±2.04(89)
-5.8±1.56(68)
-5.9±1.79(78)
-6.1±1.09(57)
-6.1±1.30(63)
-5.7±4.11(35)
-6.1±1.29(53)
-6.5±0.89(20)
-6.1±0.93(40)
-6.3±1.22(15)
-6.4±0.86(38)

0.000*
0.000*
0.000*
0.000*
0.000*
0.025*
0.000*
0.005*
0.000*
0.196
0.158

c<b<a
c<b=a
c<b<a
c<a=b
c<a=b
c<b<a
c<b<a
c<b=a
c<a<b

Diameter(㎜) PvalueMonth 4.1(n) 4.8(n)
0
6
12
18
24
30
36
42
48
54
60

-5.4±1.15(125)
-6.1±0.92(104)
-6.0±1.28(111)
-6.0±1.36(83)
-5.9±1.69(87)
-5.6±2.10(36)
-6.1±0.96(71)
-6.2±0.88(25)
-6.3±0.86(39)
-6.0±0.82(10)
-6.3±0.85(20)

-6.0±1.28(117)
-6.2±1.31(70)
-6.4±1.09(96)
-6.1±1.54(78)
-6.3±1.26(80)
-6.2±1.16(47)
-6.4±0.97(64)
-6.0±1.68(13)
-6.4±1.14(50)
-6.2±0.97(9)
-5.6±5.86(28)

0.601
0.142
0.444
0.101
0.429
0.593
0.276
0.240
0.098
0.222
0.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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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66...대대대합합합치치치의의의 종종종류류류와와와 PPPTTTVVV의의의 시시시간간간에에에 따따따른른른 변변변화화화

대합치의 종류에 따라 분류한 결과 보철물 장착 후 6개월 시점에서만 통계적으로
유의차를 나타내었으며,대합치가 의치 및 자연치인 경우가 대합치가 임플란트인
경우보다 PTV가 유의차 있게 낮은 결과를 나타내었다(p<.05).1년 이후에는 대합
치에 따라 유의차를 보이지 않았다(Table10).

Table10.MeanPerioTestvalueaccordingtotheopposingdentition

Month Naturaltootha(n) Dentureb(n) Implantc(n) Pvalue Scheffe's
0
6
12
18
24
30
36
42
48
54
60

-4.7±2.02(545)
-5.4±1.67(411)
-5.5±1.90(457)
-5.6±1.81(344)
-5.7±1.60(385)
-5.2±2.65(225)
-5.7±1.48(336)
-5.7±1.47(131)
-5.7±1.36(240)
-5.7±1.33(97)
-5.7±2.27(201)

-4.6±1.33(78)
-5.6±1.32(61)
-5.5±1.27(74)
-5.3±1.86(53)
-5.5±1.11(58)
-5.8±1.09(27)
-5.9±1.13(53)
-5.8±0.97(9)
-5.8±0.91(37)
-6.0±1.27(11)
-5.5±0.88(13)

-4.4±1.60(37)
-4.1±2.15(25)
-5.0±2.05(33)
-5.3±1.77(20)
-5.6±1.70(29)
-6.0±1.43(19)
-6.2±1.44(20)
-5.6±1.60(8)
-5.2±1.86(19)
-6.3±0.58(3)
-5.9±0.99(15)

0.490
0.001*
0.291
0.450
0.634
0.247
0.233
0.976
0.182
0.634
0.922

b=a<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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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77...실실실패패패한한한 임임임플플플란란란트트트의의의 연연연구구구 결결결과과과

780개의 임플란트 중에서 실패한 임플란트의 개수는 보철물을 연결한 후 3년이
경과하지 못하고 골유착에 실패한 임플란트 23개와,보철물 연결 후 3년 이상 경
과한 다음 골유착에 실패한 5개로 총 28개였다.이에 따른 임플란트의 성공률은
96.65%로 나타났다.
보철물을 연결한 이전에 골유착에 실패한 것을 초기 실패,보철물을 연결하여 기
능 노출 후 골유착에 실패한 것을 후기 실패로 나누었을 때,28개의 임플란트 중
11개가 초기 실패였고,17개가 후기 실패였다.계속적인 관찰 기간 동안 17개의
후기 실패를 보였던 임플란트 중 12개는 +4이상의 갑작스런 PTV의 변화를 나타
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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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ⅣⅣ...총총총괄괄괄 및및및 고고고찰찰찰

임상에서 다양한 조건,다양한 종류,그리고 다양한 시술 방법으로 임플란트 시술
을 하게 된다.이런 서로 다른 임플란트의 골유착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졌는가를
판단하고,골유착이 될 때까지 어느 정도의 시간이 필요한지,그리고 보철물을 연
결한 후 시간이 지남에 따라 그 임플란트가 성공적으로 기능하고 있는지의 여부
를 평가하기 위한 객관적인 방법이 무엇인지에 대해 현재로서도 다양한 방법들이
제시되고 있다.이번 임상 연구는 임상에서 사용하기 용이하고,수치를 정량적으
로 나타낼 수 있는 PerioTest®를 이용하여,PerioTest®가 임플란트가 골유착의 성
공 여부와 임플란트의 예후를 측정하는 도구로 사용될 수 있는지에 대한 여부를
알아보고자 시행하였다.
PerioTest®는 1983년 Tübingen대학의 Schulte등에 의해 개발되었으며,치아에
충격력이 가해졌을 때 치주조직의 반응을 동적으로 측정하기 위해 고안된 장치이
다(Schulte1992,Caulier1997).이 장치는 핸드피스와 조절장치로 구성되어 있고,
핸드피스의 첨부에 8g무게의 작은 막대가 마찰력이 아주 작은 베어링에 의해 달
려있는데,이 베어링에 의해 막대는 정해진 속도에 도달할 때까지 가속된다.작은
막대는 치아와 부딪칠 때까지 0.2㎧의 속도로 움직이며,치아와 부딪치게 되면 작
은 막대에 제동이 걸리면서 감속되는데,치아와 부딪치게 되면 막대의 속도가 감
소되어 자동적으로 원래의 위치로 되돌아간다.원래 위치로 되돌아온 작은 막대는
다시 가속되는 운동을 반복하여 1초에 4번씩 4초 동안 16번 움직이게 된다.이 막
대가 등속 운동을 하여 돌아오는 시간을 측정하는데,막대가 치아 또는 임플란트
표면과 접촉하는 시간과 PTV사이에 비례 관계가 존재한다.즉,치아 또는 임플란
트의 동요도가 작고,안정성이 클수록 막대와의 접촉시간은 작아지는데,이는 치
아 또는 임플란트 주위 조직의 제동 효과(dampingeffect)가 크다는 것을 의미하
고 낮은 PTV 값을 나타내게 된다.막대가 치아와 접촉한 시간은 천 분의 일 초
범위에 속하며,이 수치가 실제 측정된 값이지만,핸드피스와 연결된 조절장치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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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이러한 측정값을 변환시켜 -8에서부터 50까지의 상대적 수치로 표시한다.즉,
PTV가 0일 때 접촉시간은 0.426milliseconds이고,0.02milliseconds가 증가하면
PTV는 +1로 바뀌게 된다(Faulkner등 1999).Goodson등은 706개의 치아를 대상
으로 한 연구에서 Miller지수에 의한 치아 동요도와 PerioTest®로 측정한 치아 동
요도 사이에는 높은 상관관계가 있다고 하였다(Goodson1991).즉 PerioTest®의
측정값 -8에서 9가 Miller지수 0에 해당하며,10에서 19가 Miller지수 Ⅰ,20에서
29가 Miller지수 Ⅱ,30에서 50이 Miller지수 Ⅲ에 해당한다.임플란트의 골유착
평가 시 Schulte는 PerioTest® 측정값이 10이상인 경우를 골유착의 실패로 보았으
며 Olivé등은 5이상을,Aparicio는 typeⅠ,Ⅱ,Ⅲ골의 경우에는 0이상,typeⅣ
골의 경우에는 2이상을 골유착이 실패한 경우라고 발표하였다(Aparicio1997).
PTV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로 임플란트의 길이와 직경,주위 골의 골질,측정점의
위치,핸드피스의 각도,술자 등이 있다.Olivé는 임플란트의 길이와 직경이 증가
할수록 더 낮은 PTV값을 나타낸다고 하였고(Olivé1990),주위 골의 골질에 따른
차이에 의해 하악이 상악보다 더 낮은 PTV값을 보였다(Olivé1990,김 등 1996).
측정점의 위치는 임플란트가 위치한 곳으로부터 연조직의 두께가 모두 다르기 때
문에 차이가 발생한다.Teerlinck등은 측정점에서부터 임플란트까지의 거리가 증
가할수록 PTV 값이 높게 나온다고 하였다(Teerlinck1991). 즉 지대주의 길이가
증가할수록,연조직의 두께가 증가할수록 높은 PTV를 나타내게 된다.Faulkner등
의 연구에서도 비슷한 결과가 보고되었다(Faulkner2001).핸드피스의 각도에 따른
PTV의 변화는 임상에서 매우 중요하다.임상에서 연조직 등의 제한으로 핸드피스
를 임플란트 장축에 수직으로 위치시키지 못할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Faulkner
등은 같은 곳에 측정을 하더라도 핸드피스의 각도에 따라 PTV가 약 2.5-4.0정도
의 차이를 보일 수 있다고 하였다(Faulkner1999).Derhami등의 연구에서도 핸드
피스의 각도에 따라 PTV의 변화가 있다고 언급하였다(Derhami1995).술자에 따
른 차이점은 크게 없다고 하였으나,이는 구강 외에서 정해진 위치에 반복해서 측
정해서 얻은 결과로 한계를 가지고 있다. 실제 구강 내 환경에서는 술자에 따라
측정하는 위치도 조금씩 달라지므로 PTV도 변할 수 있다.
이러한 문제들로 인해 또 다른 비파괴적인 임플란트 안정성 평가 방법인 공진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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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수 측정 방법(ResonanceFrequencyAnalysis,RFA)이 사용되고 있다(Meredith
1996).RFA는 두 가지의 영향인자,즉 골 상방에 있는 임플란트의 길이(effective
implantlength),임플란트 주위 골의 강직도(stiffness)에 따라 RF 값이 변한다
(Meredith1996,1997,Huang2002).RFA는 임플란트와 주위 조직 계면간의 강직
도와 안정성의 변화를 평가할 수 있으며,임플란트의 성공과 실패를 구별할 수 있
다.그리고 긴 치유기간이 지난 임플란트는 조직학적으로 보다 견고한 골유착을
나타내며,RF값 또한 높게 나오며,이는 조직학적 골유착 정도와 높은 상관관계를
나타낸다(Rasmusson1999).또한 초기 고정에 실패하거나 초기에 실패한 임플란트
의 평가에도 사용되어질 수 있다(Huang2003a).임플란트 주위 골의 흡수가 약 3
㎜정도 이상으로 진행되는 경우에 RF가 유의차가 존재할 정도로 감소하며,이는
골 흡수의 정도와 임플란트의 안정성을 평가하는 데 민감도가 우수하다고 할 수
있다(Huang2003b).현재 RFA를 정량화하여 임플란트의 안정성을 평가하고,변환
기와 임플란트 종류별로 RF값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인자들을 보상한 측정방법인
Osstell™(IntegrationDiagnostics,Savedalen,Sweden)이 상용화되었으며,이 측정
값인 ImplantStability Quotient(ISQ)값이 RF값을 대신하여 사용되어지고 있다
(Barewal2003).하지만 임상적으로,시간이 많이 소요되며,임상에서 상용하기엔
너무 높은 가격이며,Ostell™ 역시 골 상방에 있는 임플란트의 길이의 차이에 따른
ISQ의 차이가 존재하는 등의 단점이 있다.이에 박 등은 임상적으로 Ostell™과
PerioTest®의 상관관계 분석을 통해서 ISQ와 PTV 사이에 상관관계가 존재하므로,
PerioTest®가 여러 가지 변수들을 고려한다면 다른 임상 검사들과 병행해서 임플
란트의 안정성 평가에 유용하다는 결론을 얻었다(박 등 2004).
Aparicio는 RFA와 PerioTest®로 행해진 논문들을 정리하여 RFA와 PerioTest®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로서 골 밀도,식립 부위,abutment의 길이,골 상방의 임플란
트의 길이임을 제시하였으며,낮은 PTV가 성공적인 골유착을 나타내며,높은 PTV
나 증가되는 PTV가 골유착의 실패 또는 변연골의 흡수를 나타내는 지표가 될 수
있다고 하였다.또한 RFA와 PerioTest®가 단독으로는 완전하게 임플란트의 안정성
을 평가할 수 없으므로 RFA와 PerioTest®를 병행해야만 한다고 하였다(Aparicio
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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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에서,2차 수술 후,기능직전 시점에서의 PTV가 시간이 지남에 따라 증가
하는 양상을 살펴보았는데,임플란트에 기능 하중을 가한 시점과 비교하여 초기에
는 임플란트의 동요도가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나,시간이 지남에 따라 변화량
이 감소하였다.이 결과는 Morris의 결과와도 일치하는데,457개의 Ankylos임플
란트로 행한 그의 연구에서 2차 수술 후 PTV가 시간이 지남에 따라 증가하며 12
주에서 적정한 PTV를 얻었다고 하였다(Morris2000).그는 8주에서 12주까지 생리
적인 골개조 반응이 일어나는 것을 그 이유로 설명하였다.비록 본 연구에서 보철
물을 장착한 후 정기 검진 시점을 주 단위로 구분하지 않고 매 6개월 단위로 구
분하였기 때문에 Morris의 결과와는 차이가 있지만 6개월까지 PTV가 증가하였으
나 그 이후에서는 PTV에 차이가 나타나지 않은 것은 임플란트를 식립하고 기능을
시작 한 이후에 골 개조 반응을 거쳐 임플란트의 안정성이 증가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할 수 있다.
임플란트의 종류에 따른 결과에서 ITI임플란트가 보철물 장착 직전,Brånemark
임플란트보다 더 낮은 PTV값을 나타내었고 시간의 경과에 따라서도 이런 차이는
계속되었다.Keneko는 PerioTest®를 적용하는 지점의 leverarm의 길이가 PTV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 중 하나라고 하였다(Kaneko 1994).ITI임플란트의 경우
PerioTest®를 적용하는 지점이 fixturetop과의 거리가 구조상 Brånemark임플란
트보다 가깝기 때문에 leverarm의 길이가 짧아져서 더 낮은 PTV값을 나타낸 것
으로 보인다.Brånemark임플란트 내에서도 self-tappingtype인 MarkⅡ와 Mark
Ⅳ 임플란트가 standardtype임플란트보다 낮은 값을 나타내었고 12개월 시점에
서도 같은 결과를 보였으나,이후에는 유의차가 나타나지 않았다.MarkⅡ와 Mark
Ⅳ 임플란트 간에는 유의차가 나타나지 않았는데,이로서 self-tappingtype이 임
플란트의 초기 안정성에 영향을 미치고,임플란트 fixture의 모양이 치근형인지 비
치근형인지의 여부와 임플란트의 미세 나사선의 구조는 임플란트의 초기 안정성
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을 알 수 있다.마찬가지로 ITI임플란트 내에서 표면
처리를 달리 한 TPS와 SLA 처리 임플란트 간의 결과에서도 PTV의 시간에 따른
차이가 없는 것으로 보아 표면 처리가 임플란트의 장기적 안정성에는 영향을 미
치지 않는다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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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플란트의 식립 부위는 PerioTest®로 행한 많은 연구에서 PTV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로 알려지고 있다(Aparicio2006,Deporter2002,Salonen1997,Tricio1995).
PTV에 영향을 미치는 가장 큰 요소가 골밀도와 그에 따른 임플란트 초기 고정력
이다.일반적으로 상악은 하악에 비해 골밀도가 떨어지므로 임플란트의 초기 고정
력이 낮고,이때문에 PTV가 더 높은 값을 나타낸다.본 연구에서도 보철물 장착
직후,하악에 식립한 임플란트의 PTV가 상악에 식립한 임플란트보다 유의차 있게
낮은 값을 보였다.하악에서는 하악 구치와 하악 전치간에는 PTV에 통계적 유의
차가 나타나지 않았다.이런 결과는 5년 동안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서 계속 같은
결과를 나타내었다.하지만 상악에서는 일반적인 생각과는 달리 전치보다 구치의
PTV가 낮은 값을 보였다.이는 Deporter의 연구와 일치하는데,그는 PTV가 상관
관계를 보이는 것은 기능 하중을 가할 때까지의 시간과 임플란트의 직경이라고
하였고,식립 부위에서는 상악 구치의 PTV가 상악 전치보다 낮은 PTV를 보인다
고 하였다(Deporter2002).이는 상악 전치부의 해부학적인 특성 상 피질골이 얇기
때문에 임플란트를 지지하는 골의 dampingcapacity가 감소하게 되기 때문인 것
으로 생각해볼 수 있다.
임플란트의 길이를 8.5㎜ 이하,10㎜,11.5㎜,12㎜,13㎜ 이상의 5개의 군으로 나
눈 후 비교한 결과는,2차 수술 시 가장 긴 13㎜ 이상의 임플란트가 가장 높은
PTV값을 나타냈고,이는 시간의 경과에 따라서도 계속 반복되었다.이는 Salonen
의 연구 결과와도 일치하는 것으로,Salonen은 PTV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 중 하
나가 임플란트의 길이라고 하였다(Salonen1997).즉,하악에서는 길이에 따른 영
향이 없으나 상악 임플란트에서는 8-10㎜ 임플란트가 12㎜ 이상의 임플란트보다
더 낮은 PTV를 보인다고 하였다.해부학적인 구조에 따라 13㎜ 이상의 임플란트
는 전치 부위에 많이 식립하게 되는데,식립 부위나 골질 같은 다른 외부 변수에
영향을 받기 쉽기 때문으로 사료된다.시간에 따라서 나머지 4개의 군은 순위가
달라지는데,이는 PTV가 임플란트의 길이에 따라서는 크게 영향을 받지 않는다는
것을 나타낸다고 할 수 있다.
임플란트 직경에 따른 비교에서 Brånemark을 3.75㎜,4.0㎜,5.0㎜의 세 군으로,
ITI를 4.1㎜,4.8㎜의 두 군으로 나눈 후의 비교에서,3.75㎜와 5.0㎜ 사이에서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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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와 5.0㎜ 사이에서는 48개월까지 PTV에 통계적인 유의차를 나타내었지만
(p<.05),ITI4.1㎜과 4.8㎜ 사이에서는 PTV에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즉,직경의
차이가 1㎜ 이상 차이가 나는 경우 큰 직경의 임플란트가 작은 직경의 임플란트
보다 낮은 PTV를 나타내었다.
대합치에 의한 영향은 대합치를 자연치와,의치,그리고 임플란트의 세 가지 군으
로 나누어서 평가하였다.2차 수술 직후는 대합치에 대한 임플란트 안정성의 영향
이 없기 때문에 세 군 모두 유의차가 존재하지 않았다.하지만,기능 후 6개월에
서는 대합치가 의치와 자연치인 경우,대합치가 임플란트인 경우 보다 낮은 PTV
값을 나타내었고,그 이후에는 이들 군 간의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이는 대합
치가 의치인 경우 교합 접촉이 이루어질 때의 충격이 의치상에 피개되는 점막이
변위되면서 완충 작용을 하게 되고,자연치의 경우에도 치주인대 공간만큼 교합
충격에 대한 완충 효과가 있지만,임플란트의 경우 골과 직접 결합을 하고 있기
때문에 교합에 의한 충격이 해당 임플란트에 직접 가해지게 된다.기능 후 초반에
는 이런 교합력에 의해 PTV가 미세하게 높은 수치를 나타내지만 이후 시간이 지
나면서 골 개조가 일어나게 되어 PTV가 다시 정상 수치로 돌아오게 되기 때문인
것으로 사료된다.향후 보철물 연결 후 초기에 정기 검진 횟수를 증가시켜 짧은
시간 동안의 PTV의 변화에 대한 연구 및 조직학적,방사선학적인 연구가 필요하
리라고 생각된다.
본 연구에서 실패한 임플란트는 총 28개였다.실패한 28개의 임플란트를 분석해
보면,이 중 11개의 임플란트는 보철물을 연결하기 이전에 발생한 초기 실패였고,
17개는 보철물을 연결한 다음 기능 하중을 가한 후에 일어난 후기 실패였다.이들
17개의 임플란트 중 12개의 임플란트는 주기적인 PerioTest®검사 결과 점진적인
PTV의 증가가 있었거나,어느 순간 +4이상의 갑작스런 PTV의 증가가 있었다.표
본의 개수가 적어 이런 결과로 PTV의 증가가 임플란트가 실패하였다는 것을 나타
낸다고 확신할 수는 없지만,방사선 검사 및 다른 임상 검사들과 함께 조기에
PTV를 통한 임플란트의 성공과 실패를 진단하는 도구로 사용할 수 있다고 생각해
볼 수 있다.
이번 연구를 통해,PerioTest®가 시간에 따라 어떻게 변화하는지와 PTV에 영향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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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는 요소에 대해 알아보았지만,몇 가지 부족한 점들이 있었다.첫째로,표본의
수가 시간에 따라 일정치 않았다는 것인데,이는 주기적인 정기 검사를 통해 계속
적인 PTV의 기록이 있어야 했지만,중간 중간에 기록이 누락되거나,환자가 정기
검진에 응하지 않았기 때문이다.따라서 표본이 많은 초기에는 신뢰할만한 결과가
나왔으나,후기로 갈수록 표본의 개수가 감소하여 결과의 신뢰성 부분에 의심의
여지가 있었다.둘째로,길이,직경,임플란트 종류,식립 부위 등은 각각 다른 변
수에 종속 변수로 작용할 수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식립 부위에 대한 비교를 할
때에는 각 부위에 대한 길이와 직경,임플란트 종류 등을 통제한 상태에서 비교하
는 것이 더 정확한 결과를 나타낼 수 있다는 것이다. 전치부의 경우 더 긴 임플
란트를 선호하게 되고,구치부의 경우 해부학적 제한 때문에 짧은 임플란트를 식
립할 가능성이 크므로,식립 부위의 비교에서 길이 변수에 의한 결과가 같이 개입
될 수 있기 때문이다.그리고 마지막으로,실패한 임플란트의 개수가 너무 적어
PTV가 실패한 임플란트에서 어떻게 변화했는지를 통계적으로 측정할 수 없었다.
앞으로 조금 더 많은 표본을 통해,그리고 방사선학적 방법과,임상적 검사방법을
PTV와 비교하여,임플란트의 안정성 간의 상관관계가 규명된다면,PerioTest®가
골유착의 상태와 임플란트의 예후를 진단하는 유용한 도구로 사용될 수 있는지의
여부를 판단할 수 있게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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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ⅤⅤ...결결결 론론론

1991년부터 2003년까지 연세대학교 치과대학 병원에 내원하여 Brånemark과 ITI
임플란트를 시술받고 보철물을 장착한 후 3년 이상 정기 검진을 시행한 326명의
환자에서,780개의 임플란트를 대상으로 매 6개월 마다 PerioTest® 검사를 통해 다
음과 같은 결과를 얻었다.

1.매 6개월 마다 PTV를 측정한 결과,보철물 장착 직후 6개월째에 PTV의 감소
가 가장 뚜렷하게 나타났고(p<.05),그 이후에는 60개월까지 PTV에 변화가 없
었다.

2.임플란트의 종류에 따라,ITI임플란트가 Brånemark임플란트 보다 보철물 장
착 직후부터 48개월까지 더 낮은 PTV를 나타냈고(p<.05),self-tapping임플란
트가 standard임플란트에 비해 초기에 낮은 PTV를 나타냈으나(p<.05),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self-tapping과 standard임플란트 사이에 차이는 나타나지 않았
다.또한 표면 처리에 따른 PTV의 비교에서는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3.식립 부위에 따른 비교에서 상악보다 하악에서 더 낮은 PTV를 나타냈다
(p<.05).이는 60개월까지 같은 양상을 보였다.하악에서는 전치부와 구치부간
의 PTV에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으나,상악에서는 구치부가 전치부보다 더 낮
은 PTV를 보였다(p<.05).

4.임플란트의 길이에 따른 비교에서 가장 긴 13㎜ 이상의 임플란트가 가장 높은
PTV를 나타내었다(p<.05).

5.임플란트 직경에 따른 비교에서 5.0㎜의 임플란트가 3.75㎜의 임플란트보다 더
낮은 PTV를 보였다(p<.05).

6.대합치의 종류에 따른 비교에서는,보철물 장착 후 6개월에서만 대합치가 임플
란트인 경우가 대합치가 자연치이거나 의치인 경우보다 더 높은 PTV를 나타
내었고(p<.05),이후에는 차이를 나타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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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의 결과로 볼 때,임플란트에 보철물을 장착하여 기능 하중을 가한 후 일정
시간까지 골과 임플란트 간에 교합력에 의한 생리적인 골 개조가 일어나며 그 이
후부터는 안정화를 보여,임플란트 동요도가 변화되지 않는 것으로 사료된다.임
플란트 동요도에 영향을 주는 요소로는,임플란트의 종류,임플란트의 길이,직경,
그리고 식립 부위이며,골 개조가 일어나는 시기에 대합치의 종류에 따라 영향을
받는다.따라서 위와 같은 많은 요소에 의해서 PTV의 절대값이 영향을 받기 때문
에 PTV로 골유착의 성공 여부를 판단할 수는 없지만,지속적이고 연속적인 PTV
의 측정을 통해 PTV의 변화를 살펴봄으로써 골유착의 실패를 진단하는 도구 중
하나로 PerioTest®를 사용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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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DDiiirrreeecccttteeedddbbbyyyPPPrrrooofffeeessssssooorrrDDDooonnngggHHHooooooHHHaaannn...DDD...DDD...SSS...,,,MMM...SSS...DDD...,,,PPPhhh...DDD...)))

Thestabilityofimplantisanimportantfactorinevaluatingitssuccess. The
lossofosseointegrationleadstoimplantmobilityandeventualfailure. Some
methodsused to evaluateosseointegration areradiographicanalysis,clinical
assessmentofimplantmobility,andtheresonancefrequencyanalysismethod
(Adell1986,Meredith 1996). Butthese methods are very subjective,or
requiresmuchtimeandcosttobeusedroutinelyintheclinic. Thepurpose
ofthisstudyistodecideontheclinicalefficacyofPerioTest® inevaluating
thelongterm stabilityofimplants.
PerioTest® wasdoneevery6monthson780implantsfrom 326patients,who
received implantand prosthesesfrom DentalHospitalofYonseiUniversity
CollegeofDentistryfrom 1991to2003,andreceivedrecallcheck-upsformore
than3years.
Theresultswereasfollows;
1.Thedecreasein PTV wasmostsignificantin thefirst6month after
implantloading(p<.05). Thereaftertherewasnosignificantchangein
PTVforupto60months.

2.Incomparingtheimplanttypes,ITIimplantsshowedlowerPTV th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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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rånemark implants from rightafterloading to 48 months (p<.05).
Self-tappingimplantsinitiallyshowedlowerPTVthanstandardimplants
(p<.05).

3.Implantsin themandibularregion had lowerPTV than thosein the
maxilla,upto60months(p<.05);inthemandible,theanteriorandthe
posteriorareahadnosignificantdifferenceinPTV,butinthemaxilla,
theposteriorareahadlowerPTVthantheanteriorregion(p<.05).

4.In comparing thelengthsofimplants,thelongestimplantof13mm
showedthehighestPTV(p<.05).

5.Incomparingthediametersofimplants,implantswith5.0㎜ diameter
showedlowerPTVthanimplantswith3.75㎜ diameter(p<.05).

6.Incomparingtheopposingdentition,implantdentitionshowed higher
PTV thanwhentheopposingdentitionwasnaturalteethordenturein
thefirst6monthsafterloading(p<.05);after6monthsthedifference
wasnotstatisticallysignificant.

Inconclusion,rightafterloadingontheimplant,physiologicboneremodeling
takesplaceonthebone-implantinterfaceduetoocclusalforce.Butaftersome
time,itisstabilized,andnospecificchangeinimplantmobilityisseen. The
factorsthataffectimplantstabilityarethetypesofimplant,lengthandwidth
ofthe implant,the placementposition in the mouth,and the types of
opposing dentition atthetimeofboneremodeling. PTV isinfluenced by
thesefactors,soeventhoughthesuccessofosseointegrationcannotbeassessed
by PTV,PerioTest® can beused to diagnosefailurein osseointegration by
continuousrecordingandanalyzingthechangeofPTV.

keyword:periotest,implantstability,PTV,implantmobil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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