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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요약

골탐침과 방사선학적 및 조직학적 계측의 상관관계

치주조직 재생에서 신생골의 재생정도를 평가하는 방법으로는 조직학적 계

측이 가장 정확하지만 실제 임상에서는 환자에게 불편감을 주고 재생된 조직

에 위해를 가한다는 단점이 있다. 이를 보완하고자 정확도와 신뢰성을 가진 여

러 가지 임상적인 골평가 방법들이 행하여져 왔다. 본 과제의 연구 목적은 4가

지 치주조직 재생 방법을 시행한 후에, 각각에 있어서 치주조직 재생술 후 골

높이를 평가하는 방법으로 골탐침법, 방사선학적 계측법, 조직학적 평가방법을 

이용함으로써 각 평가 방법들간의 상관관계를 알아보는 것이다. 또한 수술방법

에 따른 각 평가 방법의 차이 유무를 알아보는 것이다

수컷 성견 6마리에서 제 3소구치를 발치한 후 제 2소구치의 원심면과 제 4 

소구치의 근심면에 근원심 폭경 4mm, 깊이 4mm의 1면 골결손을 형성했다. 

골결손의 최하방부 높이에서 치아에 참고점을 주고 실험군을 다음과 같이 나

누어 시술을 하 다.

골 결손부위에 치은박리소파술만을 시행한 군을 대조군으로, calcium 

phosphate를 이식한 군을 실험 1군, 흡수성 차단막을 이용하여 조직유도재생

술을 시행한 군을 실험 2군, calcium phosphate 이식과 흡수성 차단막을 이용

한 조직유도재생술을 병행한 군을 실험 3군으로 설정하고 술후 8주에 방사선 

계측과 골탐침, 조직학적 계측을 하 다. Spearman's rank correlation 

analysis를 이용하여 골탐침법, 방사선학적 계측법, 조직학적 평가 방법간의 상

관관계를 분석하고, 재생술식에 따른 평가방법간의 차이에 대한 통계적 유의성

은 Kruskal Wallis test로 분석하여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었다.

1. 골재생을 평가하는 방법 중에서 조직학적 골평가법과 골탐침법 간에 높

은 상관관계(0.90)가 있었다. 

2. 방사선학적 평가법과 조직학적 골평가법간의 상관관계는 골탐침법보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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낮은 상관관계(0.73)를 보 다. 

3. 치은박리소파술과 골이식술, 조직유도재생술, 골이식술과 조직유도재생술

을 병합한 방법들에 따른 각 평가방법간에 유의성있는 차이는 없었다. 

이를 바탕으로 볼 때 임상에서 재생 술식의 종류에 관계없이 실제 골재생

을 평가하는 방법으로 방사선학적 평가법보다는 골탐침법을 이용한 평가법이 

신뢰성이 더 높은 임상적 방법임을 알 수 있다.

핵심되는 낱말 : 치주조직재생, 골탐침, 방사선학적 평가, 조직학적 평가



- 1 -

골탐침과 방사선학적 및 조직학적 계측의 상관관계

<지도교수 채중규> 

연세대학교 대학원 치의학과 

황성준 

I. 서론

치주치료의 궁극적 목표는 치주질환을 정지시키는 것뿐만 아니라 파괴된 치주

조직을 재생시켜 정상적으로 기능하게 하는 것이다. 치주조직의 재생은 신생골 형

성과 함께 치근면에 새로운 백악질이 형성되고 여기에 치주인대섬유의 기능적인 

삽입이 이루어 지는 것을 의미한다. 치주조직의 재생을 위한 술식으로 가장 흔히 

이용되는 방법에는 치은박리소파술, 골이식술, 조직유도재생술, 골이식과 조직유도

재생술을 동반한 수술 등이 있다. 

치주조직 재생 중 신생골의 재생 정도를 평가하는 방법으로 여러 가지 방법들

이 이용된다(Kim 등, 2000; Renvert & Egelberg, 1981). 물론 가장 정확한 방법은 

수술 후 재생된 정도를 조직학적으로 계측하는 것이다(Eickholz 등, 1996; Renvert 

& Egelberg, 1981). 그러나 이 방법은 환자에게 불편감을 주고 재생된 조직에 위

해를 가할 수 있다. 따라서 많은 연구방법들을 통하여 정확도와 신뢰성을 가진 임

상적인 골높이 평가방법들이 행하여져 왔다(Greenberg 등, 1976; Isidor, 1997; 

Mealey 등, 1994; Renvert & Egelberg, 1981; Suomi et al, 1968; Ursell, 1989). 그 

방법들로 탐침 깊이, 방사선 촬  후의 방사선학적 골높이 평가, 골탐침시 골높이 

등이 있다.

골탐침 방법은 탐침의 끝이 골에 닿을 때까지 삽입하여 실제 골 수준을 평가

하는 방법이다. Easley (1967)는 이 방법을 bone sounding technique이라 일컬었

고, Greenberg 등 (1976)은 이 방법을 transgingival probing이라 일컬으며 수직적 

골탐침과 실제 수술시 골의 높이가 접한 관련이 있음을 보고하 었다. 또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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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nvert (1981)와 김 등 (2000)의 연구에서도 골탐침에 의한 골평가 방법이 실제 

수술시 골 높이와 상관도가 높음을 보고하 다.

방사선학적으로 골높이를 평가하기 위한 방사선 사진에는 치근단사진, 파노라

마사진, 교익사진, CT 등이 있다. 방사선 사진 중에서는 CT를 이용하는 것이 가

장 정확한 방법이지만 비용이 비싸다는 단점이 있다(Pistorius 등, 2001). 임상적으

로 흔히 이용하는 방사선 사진중에서는 치근단 사진이 파노라마 사진 뿐만 아니

라 교익사진보다도 골높이를 평가하기에 정확하다(Akesson 등, 1992; Tugnait 등, 

2000). 그러나 치근단 사진의 경우에도 방사선 사진상에서 다양한 골결손 형태를 

3차원적으로 제시해주지 못하며, 상의 확대가 4-8%가량 일어나는 단점이 있다

(Akesson 등, 1992; Burnette, 1971). 따라서 이러한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 

Akesson은 stainless steel ball을 이용했으며, Duckworth 등은 modified film 

holder technique를 고안하 다(Duckworth 등, 1983). Eickholz 등 (1996)은 이 중 

modified film holder technique을 이용하여 GTR 후의 신생골의 재생정도를 평가

하 다.

김 등 (2000)은 골높이를 평가하는 방법으로 골탐침법, 방사선학적 계측법, 판

막 거상후의 골 높이 평가방법을 이용하여 골 높이를 평가하는 방법에 있어서 실

제 골높이와 골탐침법이 높은 상관관계를 가지며, 방사선학적 계측은 상관관계를 

가지지만 골탐침보다는 낮은 상관관계를 갖는다고 보고하 다. 김 등은 이를 이용

해서 재생술후 골탐침을 이용하여 재생술 후의 평가방법으로 골탐침이 신뢰성과 

정확성이 높음을 보고하 다. 그러나 이 방법은 실제 재생술 이후의 평가가 아니

었으며 조직학적 계측이 평가되지 않았고, 방사선 촬 에 있어서 확대율이 보상되

지 않았었다. 

본 연구에서는 실제 재생술 이후의 평가를 시행하며, 조직학적 계측을 시행하

다. 또한 방사선 촬 시 modified film holder technique을 이용하여 방사선 사진

의 확대율을 보상함으로써 방사선학적 계측을 이용한 골높이와 실제 골높이의 상

관관계를 높여보고자 하 다.

본 과제의 연구 목적은 치주조직 재생 방법으로 치은 박리 소파술, 골이식, 조

직유도재생술, 조직유도재생술과 골이식을 병행한 방법, 이상의 4가지 방법을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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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후에 각각에 있어서 치주조직 재생술 후 골높이를 평가하는 방법으로 골탐침

법, 방사선학적 계측법, 조직학적 평가방법을 이용함으로써 각 평가방법들간의 상

관관계를 알아보는 것이다. 또한 수술방법에 따른 각 평가방법의 차이 유무를 알

아보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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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 재료 및 방법

1. 연구재료 

가. 실험동물 

생후 1년 이상된 체중 15kg 내외의 수컷 성견 6마리를 사용하 다. 

실험시작 전 실험동물의 구치는 완전히 붕출되어 있고 치주조직은 염증이 

없는 건강한 상태로 제 3소구치를 발치한 후 제 2소구치의 원심면과 제 4소구치

의 근심면을 실험부위로 사용하 다. 

나. 실험재료 

골이식 재료로는 새로 이 등에 의해 제조된 calcium phosphate (Ca/P: 0.6 

200-500㎛)를 사용하 다. 최근 이 등이 제조한 calcium phosphate glass는 

CaO-CaF2-P2O5-MgO-ZnO로 구성되어 있고, Ca/P 비율을 낮추어서 결정성은 낮

아지고 분해 속도가 빨라져 주위 골조직에 빨리 자라 들어가게 하고, 점성을 낮추

어 적합성을 좋게 하 다. 

조직유도재생술을 위한 재료로는그 우수성과 안전성이 입증된 polylactic acid

와 polyglycolic acid copolymer흡수성 막(Resolut XTⓇ, Nobel biocare)을 이용하

다.(Hugoson 등, 1995; Cortellini 등, 1996). 

 

2.  연구 방법 

가. 골 결손부 형성 및 실험군 설정

성견을 전신마취시키고 2% lidocaine HCl로 침윤마취한 후에 제 3소구치를 발

치하 다. 

2개월의 치유기간이 지난 후 같은 방법으로 전신마취 및 침윤마취하고 협설로 

치은 판막을 형성하여 제 2소구치 원심면과 제 4소구치 근심면에 근원심 폭경 



- 5 -

4mm, 깊이 4mm의 1면 골결손부를 형성하 다. 골결손의 최하방부 높이에서 치아

에 참고점을 주었다.

실험군을 다음과 같이 나누어 시술을 하 다.

(1) 대조군: 골 결손부위에 치은박리소파술만을 시행하 다. 

(2) 실험 1군: 골 결손부위에 적정량의 calcium phosphate만을 이식하 다. 

(3) 실험 2군: 골 결손부위에 흡수성 차단막을 이용하여 조직유도 재생술을 시

행하 다.

(4) 실험 3군: 골 결손부위에 calcium phosphate 이식과 흡수성 차단막을 이용

한 조직유도 재생술을 병행하 다. 

시술한 부위가 장력 없이 판막에 의해 덮이도록 봉합하 다.

2주후 봉합사를 제거하고 실험기간동안 0.12% chlorhexidine으로 구강청결을 

유지하 으며 8주후 희생하 다. 

나. 방사선학적 평가

XCP(RinnⓇ Dentsply, USA)의 교합재에 horizontal wire와 rectangular wire, 

round wire를 부착시켰다(Figure 1). 

poly ether 인상재(Aquasil
Ⓡ
 soft putty, Dentsply, Germany)를 이용하여 제 2

소구치와 제 4소구치가 인기되도록 인상을 채득하여 bite에 부착하 다(Figure 2).

Figure 1. Modification to XCP. horizontal wire and coaxial wires(one square, 

the other round) on bite surface (lef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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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2. Poly ether(Aquasil
Ⓡ
 soft putty Dentsply, Germany) occlusal 

registration (right)

modified film holder를 이용하여 희생시 방사선 사진을 촬 하 다.

현상된 방사선 사진을 Photo smart S20(Hewlet packerd Co., USA) 스캐너로 

디지털화한 후 computer aid analysis(Image Pro Plus, Media Cybernetics, Silver 

Spring, MD., USA)를 이용하여 골높이를 평가하 다.

다. 골탐침 평가

시술시 백악법랑 경계(CEJ)를 기준점으로 하여 8주 후 희생시 국소 마취하에 

골탐침을 시행하여 골높이를 계측하 다.

라. 조직학적 평가 

조직을 적출하여 10% 중성 formalin에 10일간 고정시키고 nitric acid로 1주일

간 탈회시킨 후, 통법에 따라 paraffin 포매하고, 5㎛두께 60㎛의 간격으로 근원심 

방향의 연속절편을 한 절편 당 4개씩 만들어 Hematoxylin-Eosin으로 염색한 후 

광학현미경으로 검경하 다.

백악법랑 경계(CEJ)와 reference notch(N)를 참고점으로 삼고, PC based 

image analysis system (Image Pro Plus, Media Cybernetics, Silver 

Spring,MD.,USA)으로 조직 절편에서 신생골의 높이(CEJ)에서 신생골 최상단(NB)

까지의 거리)를 측정했다.

마. 통계학적 분석

Spearman's rank correlation analysis를 이용하여 골탐침법, 방사선학적 계측

법, 조직학적 평가방법간의 상관관계를 분석하 다. 각 수술방법에 따른 각 평가방

법간의 차이에 대한 통계적 유의성은 Kruskal Wallis test를 이용하여 분석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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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I.  결과

1. 계측 방법들의 상관관계 

가. 모든 실험 부위

모든 계측 부위에서 조직학적 계측과 방사선학적 계측 사이의 상관 계수는 

0.73이었으며 조직학적 계측과 골탐침 계측 사이의 상관계수는 0.90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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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3. Scattergram showing correlation between radiographic bone level and 

histometric bone level for all site γ=0.73 (left) 
Figure 4. Scattergram showing correlation between bone probing level and 

histometric bone level for all site γ=0.90 (right)

나. 대조군

골결손 부위에 치은박리소파술만을 시행한 대조군에서는 조직학적 계측과 방

사선학적 계측 사이의 상관 계수는 0.60이었으며 조직학적 계측과 골탐침 계측 사

이의 상관계수는 0.93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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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5.  Scattergram showing correlation between radiographic bone level and 

histometric bone level for control group γ=0.60 (lef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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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6. Scattergram showing correlation between bone probing level and 

histometric bone level for control group γ=0.93 (right)

다. 실험 1군

골결손 부위에 calcium phosphate를 이식한 실험 1군에서는 조직학적 계측과 

방사선학적 계측 사이의 상관 계수는 0.58이었으며 조직학적 계측과 골탐침 계측 

사이의 상관계수는 0.94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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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7. Scattergram showing correlation between radiographic bone level and 

histometric bone level for experimental 1 group γ=0.58 (left)
Figure 8. Scattergram showing correlation between bone probing level and 

histometric bone level for experimental 1 group γ=0.94 (right)

라. 실험 2군

골 결손부위에 흡수성 차단막을 이용하여 조직유도 재생술을 시행한 실험 2군

에서는 조직학적 계측과 방사선학적 계측 사이의 상관 계수는 0.70이었으며 조직

학적 계측과 골탐침 계측 사이의 상관계수는 0.83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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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9. Scattergram showing correlation between radiographic bone level and 

histometric bone level for experimental 2 group γ=0.70 (lef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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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10. Scattergram showing correlation between bone probing level and 

histometric bone level experimental 2 group γ=0.83 (right)

마. 실험 3군

골 결손부위에 calcium phosphate 이식과 흡수성 차단막을 이용한 조직유도 

재생술을 병행한 실험 3군에서는 조직학적 계측과 방사선학적 계측 사이의 상관 

계수는 0.71이었으며 조직학적 계측과 골탐침 계측 사이의 상관계수는 0.85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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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11. Scattergram showing correlation between radiographic bone level 

and histometric bone level for experimental 3 group γ=0.71 (left)
Figure 12 Scattergram showing correlation between bone probing level and 

histometric bone level for experimental 3 group γ=0.85 (right)

2. 술식에 따른 계측 방법간의 차이

조직학적 계측과 방사선학적 계측 사이의 차이는 대조군과 실험군 모든 부위

에서 -0.60 ±0.62 이었으며 조직학적 계측과 골탐침 계측사이의 차이는 대조군과 

실험군 모든 부위에서 0.14±0.31이었다. 

대조군에서의 조직학적 계측과 방사선학적 계측 사이의 차이는 -0.38±0.41 이

었으며 조직학적 계측과 골탐침 계측사이의 차이는 0.01±0.28이었다.

실험 1군에서의 조직학적 계측과 방사선학적 계측 사이의 차이는 -0.39±0.56 

이었으며 조직학적 계측과 골탐침 계측사이의 차이는 0.29±0.38이었다.

실험 2군에서의 조직학적 계측과 방사선학적 계측 사이의 차이는 -0.72±0.83 

이었으며 조직학적 계측과 골탐침 계측사이의 차이는 0.10±0.19이었다.

실험 3군에서의 조직학적 계측과 방사선학적 계측 사이의 차이는 -0.92±0.62 

이었으며 조직학적 계측과 골탐침 계측사이의 차이는 0.20±0.33이었다

조직학적 계측과 방사선학적 계측 사이의 차이에 대한 재생 술식에 따른 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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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있는 차이는 없었다(P < 0.05). 또한 조직학적 계측과 골탐침 계측 사이의 차이

에 대한 재생 술식에 따른 통계적으로 유의성있는 차이는 없었다(P < 0.05).

Table 1. Mean Value and Standard Deviations(SD) for Each Clinical 

Measurement for regenerative therapies 

HL = histologic bone level ; RL = radiographic bone level ; BP = bone probing depth.

Control = control group

CPG = experimental 1 group

GTR = experimental 2 group

CPG+GTR = experimental 3 group

HL RL BP HL-RL HL-BP

All site 3.27±0.50 3.87±0.88 3.13±0.68 -0.6±0.62 0.14±0.31

control 3.32±0.58 3.70±0.51 3.33±0.82 -0.38±0.41 -0.01±0.28

CPG 3.12±0.52 3.5±20.87 2.83±0.75 -0.39±0.56 0.29±0.38

GTR 3.43±0.42 4.15±1.17 3.33±0.52 -0.72±0.83 0.10±0.19

CPG+GTR 3.20±0.53 4.12±0.91 3.00±0.63 -0.9±0.62 0.20±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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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V. 고찰

본 실험에서는 성견에 외과적으로 소구치 인접면에 1면 골결손부를 형성하여 

실험하 다. 골결손부의 형태를 1면으로 단순화하여 치주조직 골결손 형태에 따른  

방사선 사진의 정확도 감소를 최소화하고자 하 다. 그리고 외과적으로 형성된 부

착상실은 자연발생적 혹은 결찰에 의해 유발된 부착상실과 그 치유에 있어 차이

가 없다는 Wikesjo와 Nilveus(1991)의 연구 결과에 근거한 것이다. 또한 이렇게 

외과적으로 형성된 결손부는 실험군과 대조군의 실험 초기 상태를 거의 유사하게 

부여해 줄 수 있어 골조직재생 정도를 보다 효과적으로 평가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Haney 등, 1993). 또한 본실험에서 사용한 calciumphosphate는 최근 골내낭

에 대한 합성골 이식재로 안정적이면서 효과적으로 사용되고 있으며, 주로 

hydroxyapatite와 tricalcium phosphate(TCP) 두가지 형태로 이용되어 왔다

(Shahmiri 등., 1992; Wozney, 1995). 조직유도재생술에 이용한 polylactic acid와 

polyglycolic acid의 합성 공중합체(PLA/PGA)로 이루어진 흡수성차단막은 수 년

전에 개발되어 사용되었으며 그 우수성과 안전성이 보고되어 왔다(Hugoson 등, 

1995; Cortellini 등, 1996).

본 연구의 주된 목적은 치주조직 재생술 후 골높이를 평가하는 방법으로 골탐

침법, 방사선학적 계측법, 조직학적 평가방법을 비교하는 것이다.

기존의 골탐침에 대한 논문들에서는 판막 거상후 실제 골 높이와 골탐침시의 

골높이를 비교한 것들이 많았다. 김 등 (2000)이 발표한 논문에 의하면 골높이와 

골탐침시의 골높이 사이의 차이는 -0.02mm었으며 상관비는 0.92로 높은 상관관계

를 보 다. 이와 유사하게 Renvert와 Egelberg(1981)는 골높이와 골탐침시의 골높

이 사이의 차이는 -0.33mm었으며 상관비는 0.81이었다. 또한 Ursell(1989)의 연구

에 따르면 0.12mm 의 차이와 0.98의 상관관계를 보고하 다. 본 실험에서는 좀 더 

정확한 골재생 정도를 평가하는 방법으로 재생술식 시행한 후에 있어서의 조직학

적 골 높이를 알아보고 골탐침시의 골높이를 측정하 다. 본 연구의 결과들을 살

펴보면 판막 거상후 골높이를 비교한 여타의 연구들과 유사하게 조직학적 골높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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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 골탐침시의 골높이 사이의 차이는 0.14mm었으며 상관비는 0.90으로 높은 상관

관계를 보 다.

또한 재생 술식으로 흔히 일반적으로 시술되는 치은박리소파술과 골이식술, 조

직유도재생술, 골이식술과 조직유도재생술을 병합한 방법에 따른 계측방법간에 특

이할 만한 차이는 없었다. 

이를 토대로 볼 때 재생술식의 종류에 관계없이 골높이를 측정하는 방법으로 

골탐침을 이용하는 방법이 신뢰성있는 방법임을 알 수 있다. 

방사선학적 골높이와 조직학적 골높이 사이의 차이는 -0.6mm 었으며 상관비

는 0.73이었다. 김 등 (2000)의 연구에서는 방사선학적 골높이와 조직학적 골높이 

사이의 차이는 0.57mm이고 상관비는 0.68이었다. 유사하게 Renvert와 

Egelberg(1981)의 연구에서는 방사선학적 골높이와 조직학적 골높이 사이의 상관

비는 0.47이었다. 본 실험에서 상관비가 타 논문들에 비하여 좀 더 높은 결과를 

보인 것은 본 연구에서는 modified film holder technique을 사용함으로써 상의 확

대를 어느 정도 보상하 기 때문으로 보인다. 그러나 본 실험에서도 방사선학적 

골높이와 조직학적 골높이 사이의 상관관계는 골탐침과의 상관관계보다는 낮은 

결과를 보 다. 많은 연구에서 조직학적 골높이와 방사선학적 골높이간에 차이를 

살펴보면 방사선학적으로 측정된 골높이가 더 낮은 경향을 보인다. 이에 대한 이

유로는 몇가지가 제시될 수 있다. 첫번째로 미성숙된 신생골이 방사선학적으로 나

타나지 않았기 때문으로 보인다. 또한 두번째로 골재생의 형태가 문 등(1996), 

Barney 등 (1986)이 보고한 바와 같이 신생골이 신생백악질을 따라 치관쪽으로 

성장하는 양상으로 형태로 나타났기 때문에 얇게 재생된 신생골의 치관부위가 방

사선상에 관측이 안되었기 때문으로 생각된다(Figure 13 & Figure 14).

본 실험에서는 방사선학적으로 계측된 골높이가 조직학적으로 계측된 골높이

보다 0.6mm 가량 짧게 관찰되었다. 이를 토대로 할 때 재생 술식 8주 후 성견의 

신생골은 조직학적으로 재생은 되었지만 상부 0.6mm는 방사선상에서 관측될 정도

로 성숙되지는 않은 조직임을 추론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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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 결론

본 연구는 골높이를 평가하는 방법으로서 골탐침법, 방사선학적 계측법, 조직학

적 평가방법들간의 상관관계를 알아보고 치주조직 재생 방법으로 치은 박리 소파

술, 골이식, 조직유도재생술, 조직유도재생술과 골이식을 병행한 방법, 이상의 4가

지 수술방법에 따른 각 평가방법의 차이 유무를 알아보기 위해 시행하 다. 수컷 

성견 6마리에 1면 골결손을 형성하고 골 결손부위에 치은박리소파술만을 시행한 

군을 대조군으로, calcium phosphate 이식한 군을 실험 1군, 흡수성 차단막을 

이용하여 조직유도재생술을 시행한 군을 실험 2군, calcium phosphate 이식과 

흡수성 차단막을 이용한 조직유도재생술을 병행한 군을 실험 3군으로 설정하

고 술후 8주에 방사선 계측과 골탐침, 조직학적 계측을 하여 다음과 같은 결론

을 얻었다.

1. 모든 실험부위에서 골재생을 평가하는 방법 중에서 조직학적 골평가법과 골

탐침법간에는 높은 상관관계(γ=0.90)가 있었다. 

2. 방사선학적 평가법과 조직학적 골평가법간의 상관관계는 골탐침법보다는 낮

은 상관관계(γ=0.73)를 보 다. 

3. 치은박리소파술과 골이식술, 조직유도재생술, 골이식술과 조직유도재생술을 

병합한 방법들에 따른 각 평가방법간에 유의한 차이는 없었다(P<0.05).

이상의 연구결과로 볼 때 임상에서 재생 술식의 종류에 관계없이 실제 골재

생을 평가하는 방법으로 방사선학적 평가법보다는 골탐침법을 이용한 평가법이 

신뢰성이 더 높은 임상적 방법임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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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13. Radiograph taken with the modified film holder technique

Figure 14. Section of operation site showing a coronally grown new bone

CEJ: cementoenamel junction

NB: coronal extent of new bone

bN: base of the reference not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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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correlation of bone probing,radiographic,and histometric 

measurements

Sung-Joon Hwang, D.D.S.

Department of Dental Science,Graduate School,Yonsei University

(Directed by Prof. Jung-Kiu Chai, D.D.S., M.S.D., Ph.D.)

The most accurate method to assess bone level is the histometric 

measurement. However it causes discomfort in patients and damage to the 

regenerated tissues. in the present study, we used 4 type regenerative 

therapies. The present study evaluated the clinical reliability and accuracy of 

bone probing measurements and radiographic bone level in the assessment of 

bone level by comparing those results with histometric confirmed bone level. 

Twentyfour(24) intrabony defects(4×4㎜ 1-wall intrabony defects) were 

surgically created in the mandibular second and fourth premolars of 6 beagle 

dogs. The control group underwent a conventional flap operation. Experimental 

group 1 was treated with calcium phosphate glass only, and while experimental 

group 2 was treated with GTR and experimental group 3 was treated with 

calcium phosphate glass and GTR. The subjects were sacrificed 8 weeks after 

the operation and a bone probing measurements, radiographic measurement and 

histometric measurement was performed. 

The correlation between bone probing measurements(BP) and histometric 

measurement(HL), and radiographic measurement(RL) and histometric 

measurement(HL) were analyzed with Spearman's rank correlation analysis and 

the statistical significance with respect to the type of regenerative therapies  

was analyzed with the Kruskal Wallis test.

The coefficeint of correlation to HL was 0.73 for RL and 0.90 for BP. The 

type of regenerative therapies had no significant effect on the difference 

between HL and other measurements.

The results of this study suggests that bone probing measurements most 

closely represents actual bone level. So bone probing measurements may be a 

good clinical method for assessing the bone level following any type o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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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riodontal regenerative therapies.

Key Word: bone probing, regeneration, radiographic measurement, histometric 

measuremen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