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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요약

골유착성 임플란트 지지 고정성 보철물과 

자연치의 최대교합력 비교

  골유착성 임플란트는 무치악 또는 부분 무치악에서 기능성을 회복하는 이상

적인 치료로 시행되고 있으며 자연치의 기능과 비교하여 임플란트의 기능에 대

한 연구가 계속되어 왔다.

  본 연구는 임플란트가 자연치의 저작기능을 대체할 수 있는지에 대하여 알아

보고자 저작기능의 지표인 최대교합력을 비교하 으며 측정 방법은 상하악간의 

수직고경의 증가가 있는 편측 교합력 측정기(Customized bite force recorder, 

Denbotics Co. Korea)와 수직 고경의 증가가 없는 양측 교합력 측정기(Dental 

Prescale System, Fuji Film Co. Tokyo, Japan)를 이용하 다. 

  최근 10년간 Brånemark 임플란트와 ITI 임플란트 보철치료를 받은 59명을 

대상으로 임플란트 보철물과 동일 악궁의 반대편 자연치에서 최대교합력과 근

활성도를 측정하 으며 임플란트의 종류, 임플란트 보철물의 기능 기간, 임플란

트의 직경, 단일 임플란트와 임플란트 연결고정(splinting) 보철물, 성별, 연령에 

따라 비교분석 하 으며 임플란트에 대한 설문지를 작성하여 다음과 같은 결과

를 얻었다.  

1. 편측 교합력 측정기로 측정한 최대교합력은 임플란트 보철물이 186±80N, 대

조군 자연치는 177±81N이었고, 양측 교합력 측정기(Dental Prescale System)

로 측정한 최대교합력은 임플란트 보철물이 99±87N, 대조군 자연치가 

119±88N이었으며 두 가지 측정 방법으로 측정한 구치부의 임플란트 보철물

과 자연치의 최대교합력은 유의성 있는 차이가 없었다.

2. 임플란트 종류에 따른 편측 최대교합력과 Prescale 최대교합력 비교 시 

Brånemark 임플란트와 ITI 임플란트 사이에는 유의성 있는 차이는 없었다.

3. 기능 기간에 따른 최대교합력의 비교 시 임플란트 보철물의 편측 최대교합력

은 6개월 이상에서, Prescale 최대교합력은 1년 이상에서 최대교합력이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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했으며(P<0.05) 편측 최대교합력은 6개월 이후, Prescale 최대교합력은 1년 

이후 유의성 있는 변화가 없었다. 

4. 임플란트 직경에 따른 최대교합력 비교 시 편측 최대교합력은 유의한 차이가 

없었으나, Prescale 최대교합력에서는 wide diameter의 임플란트 보철물이 

regular diameter의 임플란트 보철물보다 높았다(P<0.05).

5. 단일 임플란트와 2개 이상의 임플란트를 연결고정(splinting)한 보철물의 최

대교합력 비교 시 편측 최대교합력과 Prescale 최대교합력 모두 유의성 있는 

차이는 없었다.

6. 성별, 연령에 따른 편측 최대교합력과 Prescale 최대교합력 비교 시 유의성 

있는 차이는 없었다.

7. 편측 교합력 측정기와 양측 교합력 측정기(Dental Prescale System)로 측정

한 최대교합력에서 측정값은 차이가 있었으며(P<0.0001), 양성 상관관계를 

나타냈다(r=0.52, P<0.05).

8. 임플란트 보철물측과 동일 악궁의 반대편 자연치측의 표층 교근과 전측두근

의 근활성도는 편측 교합력 측정기로 물 때와 Dental Prescale System으로 

물 때 유의성 있는 차이는 없었다. 

9. 임플란트 보철물의 저작기능에 대한 만족도는 81.4% 다.

  이상의 결과로 볼 때 임플란트 보철물의 최대교합력은 편측에서 최대교합력

으로 물 때와 최대 교두감합위(maximum intercuspal position)에서 자연치와 유

사하 으며, 또한 장기간 기능 시에도 임플란트 보철물과 자연치의 최대교합력

이 유사하 다. 그러므로 임플란트 보철물이 자연치의 저작기능을 거의 정상적

으로 회복할 수 있으리라 사료되었다.

                                                                          

핵심되는 말: 임플란트, 최대교합력, 근활성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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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유착성 임플란트 지지 고정성 보철물과 

자연치의 최대교합력 비교

 

<지도교수 한 동 후 >

연세대학교 대학원 치의학과

권  숙

Ⅰ. 서 론

  지난 수 십년 동안 무치악 또는 부분 무치악인 경우에 저작 기능을 향상시키

기 위해 다양한 노력을 해왔으며 임플란트를 시술한 경우 장기간의 높은 성공

률과 함께 상당한 저작 능력의 개선이 보고되었다(Haraldsson 등, 1979; 

Haraldsson 등 1997; Jemt 등, 1986; Jemt 등, 1989; Jemt 등, 1993; Lindqvist 

등, 1985; Lundqvist 등,1990; Mericske-stern 등, 1993; Mericske-stern 등, 

1995;  Richer 등, 1995; Tzakis 등, 1990). 현재까지 골유착성 임플란트는 상실

된 치아를 기능적으로 회복하는 가장 우수한 방법으로 평가를 받고 있으나 자

연치의 기능을 완전히 회복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다양한 견해가 있다.

  골유착성 임플란트와 자연치의 가장 큰 차이는 치주인대 조직의 상실이다. 저

작, 이악물기, 연하, 이갈이 등의 생리적인 구강기능 시 치아나 임플란트에 가해

지는 하중은 다른데, 이는 악골 내의 치아와 임플란트의 지지가 다르기 때문이

다(Richer, 1989). 

  저작기능의 지표로 보통 교합력을 측정하여 나타내는데(Tsuga 등, 1998) 교

합력은 저작근의 수축에 의해서 발생하는 장력이 상하악 치아간 또는 치아간에 

존재하는 물질을 매개로 하여 일어나는 힘을 말하며 교합력에 향을 주는 요

소로는 치아 지지조직의 기능적인 구조와 감각기관에 의한 스트레스 분산, 저작

근의 수축이며 근수축력은 근활성과 악간 거리에 좌우된다(Ramfjord 등, 1983). 

교합력은 저작근의 강도를 직접 측정할 수 있는 기준이기도 하여, 근의 활동 전

위를 측정하는 근전도 검사와 더불어 널리 이용되고 있으며 교합력과 저작근의 

등척성 수축(isometric contraction) 시의 근활성도와의 관계에 대해 다양하게 

연구되어 왔다(Hagberg 등, 1985; Hagberg 1986, 1987). 저작이나 이악물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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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저작근의 기능 시 저작근의 근활성도에 향을 줄 수 있는 요인들에 대하여, 

Steenberghe와 Vries(1978)는 양측 악궁에서 접촉하는 치아 수가 많아질수록 

근수축력이 증가한다고 하 고, Hannam (1976)은 전치부 접촉보다 구치부 접

촉에 의해 저작근의 근활성이 더욱 크게 나타난다고 하 으며, 또한 동일한 치

주인대면적을 가진 치아 중 접촉부위가 악구강계 받침점(fulcrum) 역할을 하는 

측두하악관절에 근접할수록 저작근의 근활성이 증가한다고 하 다. 일반적으로 

교합력과 저작근의 근활성은 일부에서 비선상 관계를 나타낸다고 보고한 바 있

지만 많은 연구자들이 선상 관계를 나타낸다고 보고하 다(Ahlgren 등, 1970; 

Hagberg 등 1985; Hagberg 1986, 1987). 본 연구에서도 임플란트측과 자연치측

의 최대교합력 측정과 더불어 근활성도를 비교하기 위해 좌우측 교근과 전측두

근의 근활성 정도와 비대칭성을 평가하 다. 

  최대교합력에 대한 보고를 보면 구치부의 평균 최대교합력은 25∼127kg 

(Waltimo 등, 1993), 77.5∼499.5N(Lundgren 등, 1986), 216∼740N(Proffit 등, 

1983)이고 전치는 구치의 교합력의 ⅓에 해당한다고 하 다(Linderholm 등, 

1970). 또한 Sasaki 등(1989)은 편측 구치부 교합력이 189±78N, Lundgren과 

Laurell (1986)은 주로 저작하는 구치부측이 211±77N이라고 하 다. 그리고 

Wennström 등(1972)은 치열이 교합력에 중요한 변화 요인이라고 보고하 다. 

  임플란트의 최대교합력에 대해 Haraldsson 등(1997)은 200N 정도의 교합력을 

보고하 는데 기능 후 2개월, 1년 시점에서 각각 교합력이 증가되는 것을 보고

하 다. 그리고 Mericske-stern 등(1993)은 자연치열의 경우 388N, 임플란트는 

210N, 대조군 자연치에서는 244N으로, 자연치열보다는 낮으나 동일 대조군 사

이에서는 유의성이 없음을 보고하 으며 Haraldsson 등(1979)은 골유착성 임플

란트 지지 고정성 보철물과 대조군에서 저작력의 통계학적 유의차는 없다고 보

고하 다. Richer 등(1995)은 임플란트 보철물에서 수직 고경의 증가 없이 측정

한 최대교합력은 100∼150N이라고 보고하 다.

  여러 연구에서 교합력 측정 방법을 보면 사용한 측정기구들이 서로 상이했으

며 변이차도 크게 나타났다. 교합력 측정기구들은 주로 strain gauge를 이용하

는데 대표적인 것으로 Linderholm과 Wennström(1970)은 금속 막대(steel 

bar)와 전위차계(potentiometer writer)로 구성된 측정기구를 사용하 고 

Fløystrand 등(1982)은 miniature bite fork를 만들었으며, Waltimo와 

Könönen(1993)은 quartz force transducer를 사용하 다. 그 외 압전기

(piezoelectrics, Baba 등, 2003)와 보철 수복물 내에 원격 측정 장치(telemetri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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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vice)를 장착하는 방법(Duyck 등, 2000; Morneberg 등, 2000) 등이 사용되었

다. 측정 방법은 쉽고 간단하며 표준화할 수 있어야 하고 측정 기구의 이동성, 

비용 등이 고려되어야 한다. 본 연구에서는 좀 더 측정하기 쉽고 신뢰할 수 있

는 교합력 측정기를 사용하고자 하여 Denbotics사(Korea)에서  strain gauge와 

load cell을 이용하여 자체 개발한 편측 교합력 측정기와 또 다른 방법으로 

pressure sensitive film을 이용하는 Fuji Film사(Japan)의 Dental Prescale 

System(Matsui 등, 1996; Miura 등, 2001; Miyaura 등, 1999; Shinogaya 등, 

1999, 2000; Ohkura 등, 2001; Tsuga 등, 1998)을 사용하여 서로 다른 측정방법

에 의한 최대교합력을 평가해보고자 하 다. 교합력 측정에는 악간 거리가 변수

로 작용하는데 일부 연구에서는 교두감합위(intercuspal position)로 거의 도달할 

때 최대교합력을 낸다고(Widman 등, 1982) 하 고 근활성도 연구에서는 구치

부에서 9∼20mm의 개구 시 최대교합력을 낸다고 하 다(Mann 등, 1979; 

Lindauer 등, 1993). Denbotics사의 편측 교합력 측정기는 교합부위(biting site)

를 물면 상하악간에 6mm정도의 간격이 형성되어 수직고경의 증가가 있는 상태

에서 구치부 개개 치아의 최대교합력을 측정하는 방법이며, Dental Prescale 

System은 측정기구의 두께로 인한 수직고경의 증가가 없이 자연 교합상태에서 

양측 교합력을 측정할 수 있는 간단한 방법이다. 

  지금까지 임플란트의 저작 기능에 대한 연구들이 대부분 수복 보철물의 유형

에 따른 교합력에 대해 시행되어 왔으나 측정 방법에 따른 최대교합력의 변이

차가 컸으며 자연치와 임플란트 지지 고정성 보철물의 장기간의 사용에 따른 

비교에 대해서는 보고 된 바가 적고 임플란트의 종류에 따른 최대교합력의 평

가도 부족한 편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임플란트가 자연치의 대체물로서 저작

기능을 충분히 행할 수 있는지 알아보기 위하여 최근 10년간 기능 중인 

Brånemark 임플란트와 ITI 임플란트를 대상으로 다음과 같은 연구를 시행하

다. 

  저작기능 시와 유사한 상황을 만들기 위하여 수직 고경의 증가 유무에 따라 

구분해서 구강 내 교합력 측정기의 transducer를 위치시켜 구치부에서 악간 거

리가 6mm 정도일 때와 최대 교두감합(maximum intercuspation) 상태일 때를 

측정하여 동일인에서 임플란트 지지 고정성 보철물과 자연치의 최대교합력과 

근활성도를 비교하 으며 임플란트의 종류, 기능 기간, 직경 차이에 따른 최대

교합력과 단일 임플란트와 연결고정(splinting) 임플란트의 최대교합력을 비교 

분석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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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연구 대상 및 연구 방법

1. 연구 대상

가. 환자

  본 연구에서 대상으로 한 환자는 상하악 중 구치부 편측에 임플란트를 이용

한 고정성 보철물을 장착하고 정기적 검사를 받고 있는 남녀 59명으로 32명의 

여성과 27명의 남성이었으며 평균나이는 55세(33세∼78세) 다(Table 1).

  임플란트 보철물의 기능 기간은 1주일에서 10년 4개월 사이 다. 임플란트 보

철물의 장착이후 기간별로 6군으로 나누었는데 Ⅰ군은 기능기간이 6개월 미만

인 군이고 Ⅱ군은 6개월 이상에서 12개월 미만, Ⅲ군은 1년 이상에서 2년 미만, 

Ⅳ군은 2년 이상에서 3년 미만, Ⅴ군은 3년 이상에서 4년 미만, Ⅵ군은 4년 이

상으로 구분했다(Table 2).

  동일 악궁에서 한쪽은 임플란트 보철물을 장착하고 반대쪽은 자연치열이고, 

대합치도 의치를 사용하지 않는 자연치열인 환자들을 대상으로 하 다.

Table 1. Distribution of age and sex in patients

Age Group(year) Male Female

31-40

41-50

51-60

61-70

71-80

 -

 8

 6

 7

 6

 3

12

12

 4

 1

Total 27 32



Group
Functional 

periods
Pt No

1st PM 2nd PM 1st M 2nd M
Implant No

Mx Mn Mx Mn Mx Mn Mx Mn

Ⅰ

Ⅱ

Ⅲ

Ⅳ

Ⅴ

Ⅵ

1week-6months

 6-12months

1-2years

2-3years

3-4years

   4-11years

11

11

 9

 8

10

10

1

1

1

1

1

1

2

3

1

2

2

1

3

2

3

3

2

3

2

3

1

3

9

5

6

4

9

8

2

2

2

2

8

5

6

5

7

9

 27

 21

 18

 17

 23

 25

  Total 59 6 22 55 48 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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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2. Distribution of loaded implants with groups in patients

Pt No: Number of patients                        Implant No: Number of implants   

1st PM: 1st Premolar  2nd PM: 2nd Premolar     1st M: 1st Molar   2nd M: 2nd Molar  

Mx; Maxilla                                      Mn; Mandible 

나. 임플란트

  총 131개의 임플란트로 80개의 Brånemark 임플란트와 51개의 ITI 임플란트

를 대상(Table 3)으로 하 으며 임플란트의 평균 직경은 4.6mm, 평균 길이는 

12.1mm 다.

  단일 임플란트는 상악 제1소구치 부위에 2개, 상악 제2소구치 부위에 3개, 제

1대구치 부위에 10개(상악 3개, 하악 7개), 하악 제2대구치 부위에 4개로 모두 

19개 다.

  임플란트 보철물의 대합치는 자연치열이거나 자연치열을 연결한 고정성 보철

물 그리고 임플란트 보철물인 것을 연구 대상으로 하 으며 대합치가 임플란트 

보철물인 경우는 1개 다. 

  임플란트 개개의 동요도는 Perio-Test(Simence Co, Germany)로 측정하 을 

때 -3에서 -7이었고 임플란트 주위의 연조직도 건강한 상태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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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3. Distribution of Brånemark implants and ITI implants 

 

Mx: maxilla     Mn: mandible

다. 보철물

  연구 대상 보철물은 모두 착탈이 가능한 유형으로 나사로 고정되는 임플란트 

지지 보철물과 시멘트 장착형 임플란트 보철물이었다. 임플란트 보철물은 임플

란트를 이용한 단일 전장금관, 단일 도재관과 임플란트와 임플란트가 연결되는 

고정성 보철물로 임플란트 상부 보철물의 금속재료는 제 3형 금합금 또는 도재

용 금합금이었고 교합면의 재료는 금합금이거나 도재 다.

  임플란트 보철물의 교합면 형성 시 협설 방향으로의 교합면 크기를 정상 크

기의 ⅘정도로 줄 으며, 교합접촉은 비중심위에서 측방 및 전방 운동 시 전혀 

일어나지 않게 했으며 중심위에서 인접 자연치 교합접촉보다 20µm 정도 덜 접

촉되게 형성하 다.

Implant 

Type

1st Premolar 2nd Premolar 1st Molar 2nd Molar
Total

Mx Mn Mx Mn Mx Mn Mx Mn

Brånemark

ITI

3

2

1 8

3

6

5

7

7

25

16

5

3

25

15

80

51

   Total 5 1 11 11 14 41 8 40 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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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구 방법

가. 편측 교합력 측정기를 이용한 최대교합력 

  편측 최대교합력의 측정은 Denbotics사에서 제작한 교합력 측정기와 프로그

램을 사용하 다(Fig. 1). 편측 교합력 측정기는 strain gauge와 load cell을 이

용한 것으로 교합부위(biting site)를 물어서 발생된 힘이 strain gauge로 전달

되어 load cell에서 감지되고, digital indicator와 컴퓨터상에 연결되어 측정수치

가 나타나며 컴퓨터 프로그램 상에는 최대수치만 기록된다.

  편측 교합력 측정기구의 교합부위(biting site)는 동일한 2개의 금속판으로 구

성되어 있으며 폭은 가로 세로 7mm x 9mm, 두께는 2mm이고 금속판 사이에 

1mm 정도의 공간이 있다. 치아와 임플란트 보철물을 보호하기 위하여 1mm 두

께의 양면접착테이프를 교합부위 양면에 접착시켰다. 측정기구의 교합부위를 물 

때 상하악 치아간의 수직 고경은 6mm 다.

  편측 교합력 측정기구를 구강 내 측정하고자 하는 치아의 교합면에 위치시켜 

최대교합력으로 물게 하 으며 이 때 상악 교합면과 하악 교합면을 같은 위치

와 방향으로 유도하여 힘이 치아와 임플란트의 장축 방향으로 발생하도록 하

다. 최대교합력은 임플란트 보철물과 동일 악궁 반대쪽 자연치에서 각각 3번 측

정하여 평균을 계산하 다. 측정단위는 N이었다.

                                      

             

            

                 

             

     

  Fig. 1. Customized bite force recorder(Denbotics Co. Korea).

(a) Overall view of bite force recorder 

(b) Lateral view of transducer

(a) (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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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양측 교합력 측정기(Dental Prescale System)를 이용한 최대교합력 

  Dental Prescale System(Fuji Film Co. Tokyo, Japan)은 98µm 두께의 압력을 

인기하는 필름(Dental Prescale 50H)과 필름을 스캔하는 Occluzer FPD로 구성

되어 있다. 필름 내에는 염료를 포함한 microcapsule들이 있어서 필름을 상하악 

악궁사이에 넣고 물면 교합접촉 부위가 빨간색으로 표시되고 색의 변화정도를 

계측하여 교합력을 계산한다. 필름은 R-type과 wax type이 있는데 교합력을 

더 민감하게 감지하는 R-type(Fig. 2)을 사용하 다.

  말굽 모양의 R-type 필름을 상악 정중부에 맞춰서 상하악 악궁사이에 위치시

키고 꽉 물게 한 후 꺼내서 빨간색으로 표시된 교합접촉 부위를 Occluzer FPD

로 스캔하여 컴퓨터 프로그램 상에서 최대교합력을 분석하 다. 

  임플란트 보철물의 교합접촉 부위의 교합력과 반대측 자연치의 교합접촉 부

위의 교합력을 계산하고 전치부를 제외한 제1소구치에서 제2대구치까지의 구치

부의 총교합력과 좌우 양측 구치부의 편측 교합력을 측정하 다. 측정단위는 N

이었다.

Fig. 2. Dental Prescale 50H R-type  

        sheet. 

        The sheet has a thickness 

of 98µm, contains a layer of 

microcapsules of various 

sizes containing dye and 

developer lay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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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근활성  

  저작근의 근활성은 대상자의 양측 전측두근과 표층 교근에 좌우 모두 4개의 

근전도용 전극을 부착하고 자연두부자세(natural head posture)의 편안한 상태

로 앉힌 후 측정하 다. 컴퓨터 프로그램 상에서 근활성을 관찰하 으며 2초 동

안의 근활성을 두 번 측정하여 평균을 구하 다. 

  근활성의 측정에는 Biopak system(BioEMG, Bioresearch Inc., U.S.A.)을 이

용하 으며 근활성의 측정단위는 µV이었다.

(1) 편측 최대교합력 측정 시의 근활성

  편측 최대교합력 측정 기구를 구강 내에 위치시킨 후 최대교합력으로 물게 

한 상태에서 근활성을 측정하 다. 임플란트 보철물과 반대편에 해당되는 자연

치에서도 동일한 방법으로 측정하 다.

(2) Prescale 최대교합력 측정 시의 근활성

  Dental Prescale R-type sheet를 정중선을 맞추어 구강 내에 위치시킨 후 상

하악을 최대 교두감합위(maximum intercuspal position)로 양측을 동시에 꽉 물

게 한 상태에서 근활성을 측정하 다.

라. 설문지  

  임플란트 보철물의 저작, 감각, 심미성, 발음, 안정성, 위생관리와 임플란트 보

철물에 대한 주관적인 만족도 등을 설문지를 통하여 조사하 다.

  설문지는 모두 30문항으로 내용은 8가지 항목으로 구분하 다(Appendix 1).



- 12 -

마. 통계학적 분석

  조사된 실험 결과에서 최대교합력과 근활성도의 평균과 표준편차는 Student's 

t-test를 이용하여 구하고 각각에 대해 Two sample t-test와 Wilcoxon signed 

rank sum test를 실시하 다. 

  성별과 연령별 최대교합력 비교는 비모수 signed rank test를 실시하 고 편

측 교합력 측정기와 양측 교합력 측정기(Dental Prescale System)로 측정한 최

대교합력의 상관관계는 Pearson correlation test를 이용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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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결 과

1. 최대교합력

가. 치아부위별 비교

  임플란트 보철물과 대조군 자연치의 치아부위별 최대교합력 분포를 보면 제1

소구치에서 제2대구치로 갈수록 최대교합력이 점점 커지는 양상을 보 다

(Table 4).

  임플란트 보철물과 자연치의 비교에서 편측 교합력 측정기의 최대교합력은 

임플란트 보철물이 자연치보다 약간씩 높으나 유의성은 없었으며 Dental 

Prescale System의 최대교합력은 자연치가 임플란트 보철물보다 높았으나 유의

성은 없었다. 

  부위를 무시하고 임플란트 보철물과 자연치에서 비교한 경우에도 최대교합력

에서는 유의성 있는 차이는 보이지 않았다.

  편측 최대교합력 측정기로 측정한 최대교합력은 양측 교합력 측정기(Dental 

Prescale System)로 측정한 최대교합력보다 유의성 있게 높았다(P<0.0001).

Table 4. Unilateral maximum occlusal force and Prescale maximum occlusal 

force in area(Mean±SD)

1st PM: 1st Premolar   2nd PM: 2nd Premolar    1st M: 1st Molar   2nd M: 2nd Molar

Area N
Unilateral maximum occlusal force  Prescale maximum occlusal force

Implant Control teeth Implant Control teeth

1st PM

2nd PM

1st M

2nd M

6

22

55

48

148±50

155±78

186±74

206±86

148±50

155±78

186±74

206±86

148±50

155±78

186±74

206±86

148±50

155±78

186±74

206±86

Total 131 186±80 177±81  99±87 119±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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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임플란트 종류별 비교

  Brånemark 임플란트 보철물과 ITI 임플란트 보철물로 구분하여 최대교합력

을 비교하 다(Fig. 3).

  Brånemark 임플란트 보철물과 ITI 임플란트 보철물에서의 편측 최대교합력

과 Prescale 최대교합력의 비교에서는 유의성 있는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Brånemark 임플란트 보철물과 ITI 임플란트 보철물에서 측정 기구에 의한 

편측 최대교합력은 Prescale 최대교합력보다 유의성 있게 높았다(P<0.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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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 Unilateral maximum occlusal force and Prescale maximum occlusal force 

by implant typ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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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기능 기간별 비교

  기능 기간에 따라 최대교합력 비교 시 자연치는 유의성 있는 차이가 없었으

며 임플란트 보철물은 편측 최대교합력의 경우 기능 기간이 6개월 이상인 군들

에서, Prescale 최대교합력의 경우는 1년 이상인 군들에서 유의성 있는 차이는 

없었다(Fig. 4).

  임플란트 보철물의 최대교합력 비교를 보면 편측 최대교합력은 6개월 미만인

군이 6개월 이상인 군들에 비해 최대교합력이 낮았으며(P<0.05) 6개월 이상인 

다른 군들에서는 차이가 없었다. Prescale 최대교합력 비교에서는 1년 미만인 

군들은 차이가 없었으나 1년 이상인 다른 군들과 비교 시 교합력이 낮았으며

(P<0.05) 1년 이상인 다른 군들 사이에서는 차이가 없었다.

  편측 최대교합력 측정기로 측정한 편측 최대교합력은 양측 교합력 측정기

(Dental Prescale System)로 측정한 Prescale 최대교합력보다 유의성 있게 높았

다(P<0.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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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4. (a) Unilateral maximum occlusal force and (b) Prescale maximum occlusal 

force in groups by functional perio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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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임플란트 직경별 비교

  대구치 부위에 식립된 임플란트의 직경을 regular diameter와 wide diameter

로 구분하여 최대교합력을 비교하 다(Fig. 5).

  편측 최대교합력에서는 wide diameter의 임플란트 보철물이 regular diameter

의 임플란트 보철물보다 큰 수치를 보이나 유의성은 없었으며, Prescale 최대교

합력은 wide diameter의 임플란트 보철물이 regular diameter의 임플란트 보철

물보다 높았다(P<0.05).

  Regular diameter와 wide diameter 임플란트 보철물에서 측정 기구에 의한 

편측 최대교합력은 Prescale 최대교합력보다 유의성 있게 높았다(P<0.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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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5. Unilateral maximum occlusal force and Prescale maximum occlusal force 

by implant diame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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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단일 임플란트와 임플란트 연결고정(splinting) 보철물의 비교

  단일 임플란트 보철물과 임플란트를 연결고정(splinting)한 임플란트 보철물에

서 편측 최대교합력은 유의성 있는 차이는 보이지 않았으며 Prescale 최대교합

력에서도 유의성 있는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Fig. 6).

  단일 임플란트와 임플란트 연결고정(splinting) 보철물에서 측정 기구에 의한 

편측 최대교합력은 Prescale 최대교합력보다 유의성 있게 높았다(P<0.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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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6. Unilateral maximum occlusal force and Prescale maximum occlusal force  

of single implant and splinting impla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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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 성별 및 연령별 비교

 

 남여, 연령별로 보았을 때 대구치부위의 편측 최대교합력과 Prescale 최대교합

력에는 유의성 있는 차이가 없었다(Fig. 7).

 Dental Prescale System으로 측정한 양측 구치부의 총교합력은 40대 남자가 

총교합력이 높았으나 통계적으로 유의성 있는 차이는 없었고(Fig. 8) 임플란트 

보철물과 자연치의 편측 총교합력에도 차이가 없었다.

Fig. 7. (a) Unilateral maximum occlusal force and (b) Prescale maximum 

occlusal force by gender and age in molar impla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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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편측 교합력 측정기와 양측 교합력 측정기(Dental Prescale System)로 측정

한 최대교합력의 상관 관계 분석

 

  편측 교합력 측정기로 측정한 최대교합력과 양측 교합력 측정기(Dental 

Prescale System)로 측정한 최대교합력은 차이가 있었으며(P<0.0001) 상관관계 

분석에서는 r=0.52로 양성 상관관계를 나타냈다(P<0.05, Fig. 9).  

   Fig. 9. Relation between maximum occlusal force measured by 

unilateral bite force recorder and dental prescale 

system.

Prescale Maximum Occlusal Force

6005004003002001000-100

U
n
ila

te
ra

l 
M

a
xi

m
u
m

 O
c
c
lu

s
a
l 
F
o
rc

e

600

500

400

300

200

100

0



- 21 -

2. 근활성

가. 편측 최대교합력 측정 시의 근활성

  편측에서 최대교합력으로 물 때에 임플란트 보철물측과 자연치측의 표층 교

근과 전측두근의 근활성의 차이는 없었다(Table 5).

  임플란트 보철물측과 자연치측에서 표층 교근의 기능측과 비기능측의 근활성

은 유의성 있는 차이는 없었고 전측두근의 기능측과 비기능측을 비교해 보면 

기능측의 근활성에 비해 비기능측의 근활성이 낮았다(P<0.05).

Table 5. EMG activity on unilateral maximum biting(Mean±SD)       (µV) 

나. Prescale 최대교합력 측정 시의 근활성

  임플란트 보철물측과 반대편 자연치측에서 최대 교두감합위(maximum 

intercuspal position)로 이악물기 시 전측두근과 표층 교근에서 근활성의 유의

성 있는 차이는 없었다(Table 6). 

Table 6. EMG activity on clenching of prescale sheet(Mean±SD) (µV)

Muscle
EMG activity on maximum biting

Implant side Control side

Anterior Temporalis
Working side

Balancing side

45±31

29±16

50±32

36±19

Superficial Masseter
Working side

Balancing side

47±26

56±35

51±32

57±44

Muscle
Clenching EMG

Implant side Control side

Anterior Temporalis

Superficial Masster

58±37

68±41

61±42

7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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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설문지

  59명 전원 설문지를 작성하 고 각 내용별로 만족도를 구분하여 비교하 다

(Fig. 10).

  임플란트 보철물의 기능 기간이 1년 미만은 37%, 1∼2년은 15%, 2∼3년은 

14%, 3년 이상은 20% 다. 응답자의 91%가 비흡연자 고 8%가 흡연자 다. 

64%가 비음주자 고 26%가 일주일에 1∼2회, 5%가 매일 음주를 한다고 하

다. 이갈이 습관에 대해서는 91%가 없다고 하 고 8%는 모른다고 하 다.

  응답자의 10%가 임플란트 보철을 하기 전에 구강상태로 인해 웃거나 상대방

과의 식사 또는 대화를 피한 적이 있었다고 응답하 으나 이들 모두 임플란트 

보철 시술 후 만족하게 개선되었다고 응답하 다. 대상자들이 구치부 임플란트

를 한 경우 으므로 심미성에 대한 기대는 적었던 것으로 보이며 보철물의 심

미성에 대해서도 30.5%는 어금니라 잘 모르겠다고 했고 10%는 자연스럽지 못

하다고 했다.

  안정성에 대한 문항에는 대체적으로 높은 만족도를 나타냈는데 임플란트 시

술후 감각이상이나 동통, 보철물 주위의 잇몸 등이 부어오른 등의 반응에 대해

서 96.6%가 부작용이 없었다고 하 다. 

  발음에 대해서는 95%가 대부분 만족하고 5%만이 발음이 새는 느낌이 들거

나 뺨이나 혀를 움직이는 것이 불편하다고 답하 는데 이 또한 구치부 보철물

이었기 때문으로 보인다.

  저작기능에 대해서 보면 양측 저작이 가능한 사람은 54% 고 39%는 편측저

작을 한다고 하 는데 이중 45%는 임플란트 보철물 쪽이었고 54%는 자연치 

쪽으로 저작한다고 하 다. 그 이유는 34%가 습관을, 34%가 저작의 효율을 이

유로 들었고 26%는 임플란트 보철물이 잘못될까 두려워 일부러 저작하지 않는

다고 응답했다. 임플란트 보철을 했을 때 원하는 대로 씹을 수 있는 질문에는 

81.7%가 그렇다고 응답했고 8.4%는 원하는 만큼 씹지 못한다고 했다. 그 이유

로 습관과 저작의 효율을 들었다.  

  임플란트 보철물을 1년 이내 사용한 사람 중에서는 48%가, 2∼3년 사용한 사

람 중에서는 50%가, 3년 이상 사용한 사람 중에서는 75%가 원하는 데로 양측 

저작이 가능하다고 응답하 다. 

  응답자의 92%가 김치와 땅콩, 고기류 등을 씹는다고 하 고 63%는 오징어를 

씹는다고 하 다. 못 먹는다고 한 음식으로는 오징어 외에 껌, 찰떡, 사탕, 엿,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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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 밤, 호두 등이 있었다.    

  구강위생 관리면에서는 30%가 불만을 호소하 고 그 이유는 임플란트 보철

물 주위로의 음식물 함입과 칫솔질 시 어려움 등이었다. 그리고 73%가 칫솔이

외에 치간칫솔, 치실, 양치액, end tuft brush 등 구강 보조용품을 사용한다고 

하 다.

Fig. 10. The results of the questionnai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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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고 찰

  현재 치과용 임플란트는 무치악이나 부분무치악인 경우에 기능성을 회복할 

수 있는 가장 이상적인 치료방법으로 인정받고 있으며 여러 연구에서 자연치와 

비교하여 임플란트의 저작기능이 연구되고 있다. 저작기능의 평가로는 객관적인 

지표로 교합력을 측정하며(Tsuga 등, 1998) 저작근의 향을 보기 위해 근활성

을 같이 측정한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자연치와 비교하여 임플란트 보철물의 

최대교합력을 측정하고 근활성을 비교하 다.

  이 연구에서 대조군 자연치와, 임플란트 보철물과 대조군의 대합치는 치주적

으로 건강한 치아를 선택하 는데 이는 치주치료나 보존치료가 최대교합력에 

미치는 향을 배제하기 위함이었다. 실제로 Kampe 등(1987)은 건강한 젊은 연

령층의 최대교합력을 비교했을 때 치아의 보존치료는 최대교합력을 저하시킨다

고 하 다. 본 연구에서 임플란트 보철물의 대합치가 임플란트 보철물인 경우는 

1개가 있었으며 반대측 자연치간의 최대교합력보다 컸으나 통계적인 유의성이 

없었으며 향후 임플란트 보철물간의 교합관계에 대해서도 연구가 필요하리라 

생각한다. 그리고 편측 최대교합력을 측정할 때 Widmaln과 Eriksson(1982)은 

상악 소구치의 교합면을 플라스틱 충전재로 덮어서 교합력을 측정하면 측방하

중이 치아중심과 장축방향으로 되면서 교합력이 유의성 있게 증가함을 보고하

다. 이는 치아를 보호하고 측정부위의 위치를 안정시키는 효과가 있어 

Denbotics사(Korea)의 교합력 측정기를 사용할 때 임플란트와 자연치의 장축 

방향으로 힘이 발생하도록 하악을 측방으로 유도하 으며 임플란트 보철물과 

법랑질 파절을 방지하도록 완충재를 사용하 다.

  자연치열의 최대교합력을 보면 구치부에서의 교합력이 전치부보다 크며 전치

는 구치의 교합력의 ⅓에 해당한다고 하 는데(Linderholm 등, 1970) 이는 치조

골의 치근면적에 비례하고 일반적으로 악관절에 가까울수록 강한 힘을 낼 수 

있기 때문이다. 또 이러한 교합력은 저작근의 등척성 수축력(isometric 

contraction)과 치아 지지조직의 저항능력에 의해 결정되는데 근육의 강도에 좌

우될 뿐만 아니라 통각 역치, 치아 및 치주질환 그리고 측정기구에 따라 달라지

며 정신적인 요소도 향을 미쳐 통증이나 부상에 대한 우려, 공포 등에 의해 

제한될 수 있다.

  자연치에서 구치부의 최대교합력은 보통 편측 교합력 측정기구를 이용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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측정하 으며, 평균 최대교합력은 25∼127Kg(Waltimo 등, 1993), 77.5∼499.5N(Lundgren 

등, 1986), 216∼740N(Proffit 등, 1983)으로 보고 되었으며 Sasaki 등(1989)은 편

측 구치부 교합력이 189±78N, Lundgren과 Laurell (1986)은 주로 저작하는 구

치부측이 211±77N이라고 하 다. 교합력은 치열의 향을 받게 되는데 실제로 

여러 연구에서 임플란트 보철물과 자연치열, 총의치, 피개의치 간의 교합력을 

비교하 다. Mericske-stern 등(1993)은 자연치열의 경우 388N, 임플란트는 

210N, 대조군 자연치에서는 244N로 임플란트가 자연치보다는 낮으나 동일 대

조군 사이에서는 유의성이 없음을 보고하 다. 본 연구에서는 편측 최대교합력

은 임플란트가 186N, 자연치는 177N이었으며 Prescale 최대교합력은 임플란트

가 99N, 자연치가 119N으로 임플란트와 대조군 자연치 사이에 유의성 있는 차

이가 없었으며 Mericske-stern 등(1993)의 연구 결과와 일치하 다.

  교합력 측정에 있어 다른 연구들과 비교한다는 것은 사용한 기구나 방법의 

차이로 인해 논하기 어렵고 실제로 연구마다 다른 수치를 보이고 있는 것이 사

실이다. 그러나 공통되는 결과는 임플란트 지지 보철물의 교합력이 가철성 보철

물의 경우보다는 크고 자연치열보다는 낮았다. 이는 다른 요소로 설명될 수 있

지만 잔존된 치주인대의 양과도 관계가 있는 것으로 사료된다. Haraldsson 등

(1997)과, Wennström 등(1972)은 교합력 측정 시 보철물의 파괴를 두려워하여 

힘을 못주는 경우가 있는데 이와 같은 심리적 요소가 고려되어야 한다고 했고 

Mericske-stern 등(1995)은 이와 병행하여 동통에 대한 두려움이나 기존의 부적

절한 구강 치열상태가 감소된 교합력에 적응되었을 가능성을 논하면서 최대교

합력에는 치주인대의 유무가 중요한 것은 아니라고 했다. 임플란트 보철물과 대

조군인 반대편 자연치아가 최대교합력의 차이가 없고 유사한 것은 임플란트 보

철물의 대합치인 자연치에 의해 좌우되리라 사료되며, 만일 대합치도 임플란트

다면 최대교합력이 자연치아에 비해 높을 것으로 추측되며 이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리라 생각한다.

  본 연구에서 임플란트 보철물과 대조군 자연치에서 최대교합력의 차이는 없

었지만 편측 최대교합력은 임플란트 보철물의 측정값이 다소 높고 Prescale 최

대교합력은 다소 낮았으며 편측 최대교합력이 Prescale 최대교합력보다 높게 측

정되었다. 교합력 측정에는 악간 거리가 중요한데 Denbotics사(Korea)의 편측 

교합력 측정기는 수직 고경의 증가가 있는 상태에서 편측 교합력을 측정하 으

며 Dental Prescale System은 수직 고경의 증가가 없는 상태에서 양측 교합력

을 측정하 는데 Dental Prescale System의 치아부위별 측정값이 낮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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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nns 등(1979)의 결과와 일치하 다. Manns 등(1979)은 견치의 원심면에서 

15∼20mm정도 개구될 때 등척성 수축(isometric contraction)동안 교근이 적정 

길이상태로 되어 근활성도는 낮으면서 교합력은 최대로 된다고 하 고 소구치

에서는 15∼25mm, 대구치에서는 9∼11mm 개구 시 최대의 교합력을 낸다고 하

다. 그러므로 적정한 개구상태에서의 최대교합력이 개구 없이 최대 교두감합

(maximum intercuspation) 때의 교합력보다는 크다는 것이 다른 문헌들에 보고 

되었다(Hagberg, 1987; Richer 등, 1995). Dental Prescale System은 수직 고경

의 증가 없이 최대 교두감합위(maximum intercuspal position)로 위치하므로 양

측 치아의 교합 지지(occlusal support)를 얻으며 폐구근이 수축하기 때문에 높

은 최대교합력을 낼 수 있다고(Shinogaya 등, 2000) 하여 양측 치아의 총 교합

력 측정에 주로 사용하 다. 실제로 양측 치아의 총 교합력은 편측 교합력보다 

크다고 보고 되며(Hagberg, 1987) Dental Prescale System으로 교합력을 측정

하여 소구치에서 8∼60N, 대구치에서 63∼330N임이 보고 되었는데(Baba 등, 

2000) 이는 본 연구 결과와 유사하 다. 그리고 Dental Prescale System의 최대

교합력에서 임플란트 보철물의 측정값이 자연치보다 다소 낮게 나왔는데, 이는 

Dental Prescale System은 교합접촉이 되어야만 교합력을 측정할 수 있으므로 

임플란트 보철 치료 시 임플란트에 가해지는 부하를 감소시켜주기 위해서 교합

면적을 줄이고 교합접촉을 다소 낮게 형성하여 꽉 물때 교합접촉 부위가 적어

서 임플란트 보철물의 측정값이 낮은 것으로 사료된다. 

  편측 교합력 측정기와 양측 교합력 측정기인 Dental Prescale System으로 측

정한 최대교합력은 측정값에 있어서는 차이가 있었지만 상관관계는 양성으로 

상관관계가 있음을 보 다. 

  치아부위별 최대교합력을 보면 제1소구치에서 제2대구치로 갈수록 측정값이 

커지는 양상을 보 는데 이는 편측 최대교합력이나 Prescale 최대교합력도 유사

하므로 제2대구치가 중심교합 시 가장 높은 교합력이 발생하는 것을 알 수 있

었다(Matsui 등, 1996). 

  연령과 교합력의 상관관계에 있어 자연치열의 경우 25세까지는 남녀 모두 증

가하지만 여성은 그 이후 감소하고 남성은 45세까지 정적인 변화를 보이다가 

그 이후 감소하는데(Bakke 등, 1990) 그 이유는 일반적으로 저작근의 강도, 

도, 단면적의 감소에 의한 것으로 보고 되고 있다(Linderholm 등, 1970; Tsuga 

등 1998). 본 연구에서는 연령과 성별에 따른 편측 최대교합력과 Prescale 최대

교합력, 좌우 양측의 총교합력, 편측의 총교합력은 통계적으로 유의성이 없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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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으로 나타났고 임플란트 보철물이 6개월 이상 기능한 이후의 시간에 따른 변

화에 대해서도 유의성 있는 변화를 보이지 않았다. 정 등(1999)의 연구에서도 

임플란트 보철물과 대조군 자연치의 최대교합력 비교 시 기능 기간이 6개월 이

하에서는 임플란트 보철물이 자연치에 비해 낮았으나 그 이후 기간에서는 교합

력이 증가하여 자연치와 유의성 있는 차이는 없었고 연령과도 유의성 있는 관

계가 없었다고 하여 본 연구 결과와 일치하 다.

  Lindqvist 등(1985)은 무치악을 임플란트 지지 고정성 보철물로 바꾼 후 2개

월과 3년에서 저작능률과 교합력을 측정하여 2개월과 3년에서 유의성 있게 교

합력이 증가하 다고 보고하 고 Jemt 등(1993)도 무치악을 임플란트 지지 고

정성 보철물로 바꾼 후 1주, 3개월, 1년에서 교합력을 측정하여 1년에서 구치부 

교합력이 증가하 다고 하 는데 그 이유는 새로운 보철물의 점차적인 적응과 

심리적인 요소도 작용했다고 주장했다. Haraldsson 등(1988)은 무치악을 임플란

트 지지 피개의치로 바꾼 후 2개월, 1년 후에 최대교합력을 비교 측정하여 유의

성 있는 증가를 보고하 는데 이 역시 보철물에 대한 적응과 심리적인 향을 

주원인이라고 제시하 다. 무치악에 비해 임플란트의 최대교합력이 큰 것은 임

플란트 주위에 잔존되어 있는 치주인대 수용체와 임플란트 주위 골막 기계수용

체의 향이 중요한 요소가 되지만 기능 이후 시간에 따른 교합력의 개선은 임

플란트 보철물에 대한 환자의 주관적인 요소와 저작근 등 주위 조직의 적응 때

문이라고 할 수 있다. 그리고 임플란트를 식립 후 3개월, 6개월, 12개월, 18개월

에서 임플란트 주위 골을 조직학적으로 연구한 결과 18개월까지 임플란트 주위 

골이 하중에 저항할 수 있는 치 골(dense bone)로 골개조(remodeling)된다고

(Grizon 등, 2002) 하 으므로 이 또한 임플란트의 기능 기간에 따른 교합력 변

화에 향을 주리라 생각한다.  

  본 연구에서는 가장 많이 사용되었고 신뢰성 있는 임플란트인 Brånemark 임

플란트와 ITI 임플란트를 대상으로 최대교합력을 측정한 바 임플란트 종류에 

따른 최대교합력의 차이는 없었다. Brånemark 임플란트와 ITI 임플란트는 

external type과 internal type으로 구조적인 차이를 가지나 최대교합력에는 

향을 미치지는 않았다. 단일 임플란트 보철물과 2개 이상의 임플란트를 연결고

정(splinting)한 보철물의 최대교합력 비교에서는 단일 임플란트 보철물이 높은 

경향을 보이나 유의성 있는 차이는 없었는데 단일 임플란트 보철물인 경우는 

주로 임플란트의 직경도 큰 것을 사용하고 단일 임플란트를 식립한 환자의 연

령도 젊은 층이 많았기 때문에 최대교합력이 높게 측정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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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플란트 직경에 따른 비교에서 wide diameter 임플란트 보철물의 최대교합력

이 높게 나왔는데 편측 최대교합력은 유의성이 없었으며 Prescale 최대교합력은 

직경에 따라 유의성 있는 차이가 있었다. Prescale 최대교합력은 교합접촉 부위

의 감소로 인한 것으로 보이며 임플란트의 직경이 크면 임플란트 면적이 커지

므로 그에 비례하여 최대교합력이 높아질 것으로 생각한다.  

  Kawazoe 등(1979)은 교합력과 근활성 간의 상관관계를 나타내는 기울기를 

측정, 분석하여 근활성 상태를 평가하고 이 곡선의 기울기로 근육을 구성하고 

있는 근섬유가 힘을 발휘하는 효율을 평가하 고 Ahlgren 등(1970)은 교합력과 

교근, 전측두근의 선상관계를 보고하 다. Bakke 등(1989)은 교합력과 전측두근 

및 교근의 활성도와의 관계를 기록 시 양측성 교합력 측정보다는 편측 최대교

합력을 측정할 때가 해당 근활성도와 상관관계가 매우 높아 전반적인 저작근 

강도를 가장 잘 평가할 수 있는 임상적인 지침이 된다고 하 고, 특히 교근의 

근활성과 교합력은 연관성이 높다고 하 다(Haraldsson 등, 1985). 

  전측두근과 교근의 이악물기(clenching) 시에 관한 보고를 보면 Ahlgren과 

Öwall(1970), Wood(1987), Naeije 등(1989)은 최대 이악물기 시 교근의 근활성

이 전측두근에 비해 우세하게 나타난 반면 낮은 교합력 수준에서는 전측두근의 

근활성이 교근에 비해 크게 나타났다고 보고하 는데 본 연구에서 최대교합력

으로 이악물기 시 전측두근보다 교근의 근활성이 높은 양상과 일치하 다. 그리

고 개인 간에는 근전위 차이가 있을 수 있으나 각 개인에서 좌우의 동일 근간

에서는 유의한 차이가 없다고 볼 수 있었다. 

  저작근의 작용은 기능측과 비기능측으로 구분하여 근육의 성격에 따라 기능

측과 비기능측의 상호 작용양상이 다르게 나타날 수 있다. 기능측과 비기능측간

의 근활성 비교에서 편측 교합력이 발휘될 때 Kydd 등(1986)은 기능측에서의 

교근의 활성보다는 비기능측에서의 교근의 활성이 더 높게 나타난다고 하 고 

Woelfel 등(1960)은 편측 교합시 측두근의 기능측 활성과 교근의 비기능측 활성

이 큼을 보고하 다. 또 Throckmorton 등(1990)은 편측 교합시 치아 부위별로 

기능측과 비기능측간의 근활성을 비교한 결과, 측두근에서는 모든 치아 위치상

에서 기능측의 근활성도가 더 컸고 교근에서는 모든 치아 위치에서 기능측이나 

비기능측 간의 근활성도 차이가 없었다고 하 다. 이 결과는 본 연구의 편측 최

대교합력의 교근과 전측두근의 기능측과 비기능측의 근활성의 결과와 일치하

다. Hagberg 등(1985)에 의하면 측두근은 type I 섬유(slow fiber)와 type II 섬

유(fast fiber)로 구성되어 있고 교근은 type I 섬유로 주로 구성되어 있어 이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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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섬유의 조성 차이로 교근과 측두근의 운동 단위의 양상이 다르고 교근과 달

리 전측두근이 비기능측보다 기능측의 근활성이 더 증가되는 양상을 나타내며 

그 이유는 저작근의 운동단위가 활성화되는 양상의 차이 때문인 것으로 추측된

다.  

  교합력 측정시 근활성의 증가는 선상비례관계를 가진다고 보고 되고 있으나 

신경조절기전, 근육의 생리학적 특성, 근육과 교합력 발생 위치사이의 기계학적 

관계(biomechanical relationship)에 의해 향을 받는다(Lindauer 등, 1991, 

1993). Jacob 등(1993)은 총의치를 한 환자들을 임플란트 지지 피개의치와 임플

란트 지지 고정성 보철물로 바꾼 후 교합력과 근활성도를 측정 시 총의치, 임플

란트 지지 피개의치, 임플란트 지지 고정성 보철물 순으로 근활성도와 교합력이 

증가함을 보고하 는데 이는 자연치와 임플란트의 존재가 교근의 활성에 향

을 주기 때문이라고 하 고 임플란트에서 악골로 힘이 전달되면서 교합력이 증

가한다고 하 다. 그러나 임플란트 보철물의 지속적인 교합력 측정 시 교합력이 

낮은 것은 치주인대 억제반사(periodontal negative feedback)가 없고 보철물 손

상에 대한 두려움이 교합력에 향을 준다고 하 다. 본 연구는 자연치가 존재

하는 부분 무치악에서 임플란트 보철을 한 사람을 대상으로 하 기 때문에 임

플란트의 존재와 근활성도의 관계가 무치악에서 임플란트 보철을 한 경우에서

처럼 뚜렷한 변화를 기대할 수 없었으리라 생각한다. 

  보철물의 기능이나 사회 심리적인 향에 대한 평가나 만족도에 대해서는 지

금까지 많은 연구자들이 결과를 소급하는 성격의 설문지를 이용하여 조사하여 

왔으며 이런 방식의 의의는 미래지향적인 결과를 예측할 수 있다는 데 있다. 저

작기능에 대해서 보면 양측 저작이 가능한 사람은 54% 고 39%는 편측저작을 

한다고 하 는데 이중 45%는 임플란트 보철물 쪽이었고 54%는 자연치 쪽으로 

저작한다고 하 다. 저작기능의 만족도는 81.7%이고 불만족은 8.4% 는데 임플

란트 보철물쪽으로 원하는 만큼 씹지 못하는 이유로는 습관과 저작의 효율성이

라고 응답하 다. 임플란트 보철물을 1년 이내 사용한 사람 중에서는 48%, 2∼

3년 사용한 사람 중에서는 50%, 3년 이상 사용한 사람 중에서는 75%가 원하는 

데로 양측 저작이 가능하다고 응답하여 시간이 지날수록 임플란트에 적응력이 

높아진다고 볼 수 있었다. 그리고 92%가 김치와 땅콩, 고기류 등을 씹는다고 

하 고 63%도 오징어를 씹는다고 하 다. 이는 임플란트 보철물이 충분히 교합

력을 회복시킬 수 있음을 임상적으로 평가하는 자료가 될 것이다.  

  본 연구에서 임플란트 보철물과 자연치에서의 편측 교합력 측정기와 양측 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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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력 측정기(Dental Prescale System)를 이용하여 측정한 편측 최대교합력과 

Prescale 최대교합력, 그리고 근활성도를 비교하여 보았는데 편측 최대교합력과 

Prescale 최대교합력은 측정값에 있어서는 차이가 있었지만 상관관계가 있었으

며, 동일인에서 임플란트 보철물과 자연치의 편측 최대교합력과 Prescale 최대

교합력, 근활성도의 차이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성별, 연령, 임플란트의 종류, 

단일 임플란트와 임플란트 연결고정(splinting) 보철물에 따른 차이는 없었고 임

플란트의 직경에 따른 차이는 Prescale 최대교합력에서만 나타났다. 그리고 기

능 기간에 따른 교합력은 6개월과 12개월을 전후로 하여 유의하게 개선되는 것

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임플란트의 존재에 따른 변화에 대해서는 동일인에서 일

정 기간 후의 장기간의 비교 연구와 다양한 연령의 환자들을 대상으로 좀 더 

많은 연구가 필요하리라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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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결 론

  임플란트 보철물과 동일 악궁의 반대측 자연치에서의 편측 최대교합력과 

Prescale 최대교합력, 근활성도를 비교하여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었다.

 

1. 편측 교합력 측정기로 측정한 최대교합력은 임플란트 보철물이 186±80N, 대

조군 자연치는 177±81N이었고, 양측 교합력 측정기(Dental Prescale System)

로 측정한 최대교합력은 임플란트 보철물이 99±87N, 대조군 자연치가 

119±88N이었으며 두 가지 측정 방법으로 측정한 구치부의 임플란트 보철물

과 자연치의 최대교합력은 유의성 있는 차이가 없었다.

2. 임플란트 종류에 따른 편측 최대교합력과 Prescale 최대교합력 비교 시 

Brånemark 임플란트와 ITI 임플란트 사이에는 유의성 있는 차이는 없었다.

3. 기능 기간에 따른 최대교합력의 비교 시 임플란트 보철물의 편측 최대교합력

은 6개월 이상에서, Prescale 최대교합력은 1년 이상에서 최대교합력이 증가

했으며(P<0.05) 편측 최대교합력은 6개월 이후, Prescale 최대교합력은 1년 

이후 유의성 있는 변화가 없었다. 

4. 임플란트 직경에 따른 최대교합력 비교 시 편측 최대교합력은 유의한 차이가 

없었으나 Prescale 최대교합력에서는 wide diameter의 임플란트 보철물이 

regular diameter의 임플란트 보철물보다 높았다(P<0.05).

5. 단일 임플란트와 2개 이상의 임플란트를 연결고정(splinting)한 보철물의 최

대교합력 비교 시 편측 최대교합력과 Prescale 최대교합력 모두 유의성 있는 

차이는 없었다.

6. 성별, 연령에 따른 편측 최대교합력과 Prescale 최대교합력 비교 시 유의성 

있는 차이는 없었다.

7. 편측 교합력 측정기와 양측 교합력 측정기(Dental Prescale System)로 측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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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최대교합력에서 측정값은 차이가 있었으며(P<0.0001), 양성 상관관계를 

나타냈다(r=0.52, P<0.05).

8. 임플란트 보철물측과 동일 악궁의 반대편 자연치측의 표층 교근과 전측두근

의 근활성도는 편측 교합력 측정기로 물 때와 Dental Prescale System으로 

물 때 유의성 있는 차이는 없었다. 

9. 임플란트 보철물의 저작기능에 대한 만족도는 81.4% 다.

  이상의 결과로 볼 때 임플란트 보철물의 최대교합력은 편측에서 최대교합력

으로 물 때와 최대 교두감합위(maximum intercuspal position)에서 자연치와 유

사하 으며, 또한 장기간 기능 시에도 임플란트 보철물과 자연치의 최대교합력

이 유사하 다. 그러므로 임플란트 보철물이 자연치의 저작기능을 거의 정상적

으로 회복할 수 있으리라 사료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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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pendix 1. Questions in the questionnaire

1. 임플란트 보철시술을 받으신지 얼마나 되셨습니까? 

   a. 6개월 미만  b. 6-12개월  c. 1-2년  d. 2-3년  e. 3년 이상     

2. 당신은 흡연을 하십니까?                         

   a. 아니오      b. 약간      c. 한갑 미만    d. 한갑 이상 

3. 당신은 술을 드십니까?                           

   a. 아니오     b. 일주일 1-2회  c. 일주일 4-5회  d. 거의 매일

4. 당신은 밤이나 낮에 이를 가는 습관이 있습니까?   

   a. 아니다         b. 모르겠다        c. 있다.

   - 있다면 언제부터 알게 되셨습니까?                

   a. 오래전부터    b. 임플란트 시술 이후   c. 잘 모르겠다.

5. 당신은 임플란트 시술 전 구강상태로 인해 웃거나 상대방과의 식사 또는 

   대화를 피하신 적이 있습니까?  

   a. 예             b. 아니오           c. 그저 그렇다.

6. 위 5의 질문에 “예”라고 하셨다면 임플란트 보철 시술 후 대인관계등에서 

   자신감이 개선되었다고 생각하십니까? 

   a. 아니다.   b. 약간 개선되었다.   c. 만족스럽게 개선되었다.  d. 잘 모르겠다

7. 당신은 임플란트 시술 후 자신 있게 웃으십니까?

   a. 예             b. 아니다            c. 그저 그렇다  

8. 위 7의 질문에 “아니다”라면 그 원인은 무엇입니까?

   a. 자연치열이 보기 싫어서                b. 구취가 나서 

   c. 보철물의 모양과 색이 마음에 안들어서  d. 그 밖의 원인으로

9. 당신은 임플란트로 인해 신경이 쓰이거나 과민해지는 등의 어떤 불편감을 

   느끼십니까?

   a. 아니오   b. 가끔   c. 자주    d. 잘 모르겠다.

10. 위 10질문에 불편감을 느낀다면 주로 어떤 경우입니까?

   a. 말할 때  b. 삼킬 때  c. 음식물을 씹을 때  d. 가만히 있을 때  

   e. 양치할 때  f.기타

11. 당신은 임플란트 보철물이 잘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a. 아니오          b. 예             c. 그저 그렇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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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당신은 임플란트 보철물에 의해 이물감을 느끼십니까?

   a. 아니오          b. 예             c. 그저 그렇다

13. 당신은 임플란트 보철물에 의해 혀나 뺨에 상처가 나거나 씹히는 일은 없습

니까?

   a. 없다    b. 가끔     c. 자주       d. 잘 모르겠다

14. 당신은 임플란트 시술 후 구강 또는 안면의 감각 이상을 느끼신 적이 있습

니까?

   a. 없다    b. 가끔 있다   c. 초기에 있었다   d. 항상 이상하다

15. 당신은 임플란트 시술 이후 보철물 주위 잇몸, 뺨, 혀 등이 부어오르는    

등의 알레르기 반응은 없습니까?

   a. 없다   b. 가끔 있다   c. 항상 있다    d. 잘 모르겠다

16. 당신은 임플란트 보철물의 색이나 모양이 자연스럽게 보인다고 생각하십니

까?

   a. 예              b. 아니다          c. 잘 모르겠다

17. 당신은 임플란트 시술 이후 발음할 때 보철물에 의해 불편함을 느끼신 적이

있습니까?

   a. 아니오          b. 발음이 새는 것 같다  

   c. 입술이나 뺨, 혀 등을 움직이는 것이 불편하다

18. 당신은 임플란트 시술이후 원하시는 데로 저작을 하십니까?

   a. 아니다         b. 그저 그렇다   c. 예

19. 당신은 만족하게 저작을 하기 위한 충분한 수의 치아를 갖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a. 아니다         b. 그저 그렇다   c. 예

20. 당신은 저작 시 양쪽으로 씹으십니까?

   a. 아니다         b. 잘 모르겠다   c. 예

21. 위 20에서 “아니다” 다면 주로 씹는 편은 어디십니까?

   a. 임플란트 쪽    b. 자연치 쪽     c. 잘 모르겠다

22. 위 21의 답의 이유는 무엇입니까?

   a. 습관적으로            b. 잘씹히니까, 편하니까  

   c. 보철물이 잘못될까 두려워서, 일부러    d.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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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당신은 저작 시 딱딱한 음식을 드실 수 있습니까?

   땅콩:    a. 예     b. 아니오     c. 그저 그렇다 

   오징어:  a. 예     b. 아니오     c. 그저 그렇다 

   고기류:  a. 예     b. 아니오     c. 그저 그렇다 

   김치:    a. 예     b. 아니오     c. 그저 그렇다  

   * 기터 잘 못 드시는 음식 (                      ) 

24. 당신은 임플란트 시술 이후 치아나 얼굴 등에 통증을 느끼신 적이 있습니

까?

   a. 입 벌릴 때  b. 딱딱한 것을 씹을 때  c. 꼭 깨물 때  d. 기타  

   e. 없다  f. 잘 모르겠다

25. 당신은 저작 시 임플란트쪽과 자연치아 쪽으로 씹는 것이 구분이 가십니까?

   a. 아니다         b. 잘 모르겠다     c. 예

26. 특히 김을 씹을 때는 구분이 가십니까?

   a. 아니다         b. 잘 모르겠다     c. 예

27. 당신은 임플란트 보철 시술 후 음식물이 보철물 주위로 끼십니까?

   a. 아니다         b. 약간 낀다       c. 많이 낀다

28. 당신은 임플란트 보철 시술 이후 구강내에서 구취가 난다고 느끼십니까?

   a. 아니다         b. 잘 모르겠다     c. 예

29. 당신은 임플란트 보철물의 양치 관리 시 어려운 점이 있습니까? 

   a. 아니다         b. 잘 모르겠다     c. 예

30. 당신이 사용하고 있는 구강 위생용품은?

   a. 칫솔    b. 치간 칫솔    c. 치실    d. 양치액    e. 기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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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Comparison of maximum occlusal forces on osseointegrated implant

supported fixed prostheses and natural teeth

Young Sook Kwon

Department of Dentistry

The Graduate School, Yonsei University

(Directed by Professor Dong Hoo Han, D.D.S., M.S.D., Ph.D)

 During the previous several decades the osseointegrated implants have been 

considered as the most ideal therapy for the fully edentulous or partially 

edentulous patients. The researches on the function of implant had been 

performed to be compared with natural teeth.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compare the maximum occlusal force and electromyographic activity of 

implant prostheses to natural teeth with unilateral bite force recorder and 

dental prescale system. Fifty nine patients treated either with Brånemark 

implants and ITI implants during the recent ten years were involved in this 

study. The maximum occlusal force were measured and categorized into 

implant type, functional periods, implant diameter, single implant and 

splinting implants. Within each category, subgroups were compared.

The results were as follows.

1. The maximum occlusal forces of the implant prostheses and natural teeth  

  were not significantly different where measured with unilateral bite force   

  recorder and dental prescale system. 

2. The maximum occlusal forces were not significantly different between     

  Brånemark implant and ITI implant prosthes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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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The maximum occlusal forces of the implant prostheses had lower when  

  compared with natural teeth during 1-6 months functional periods when    

  measured with the unilareral bite force recorder(P<0.05) and 1-12 months  

  functional periods when measured with the dental prescale system(P<0.05).  

  After these periods there was not statistical significant difference between  

  the implant prostheses and natural teeth.

4. The maximum occlusal forces of the wide diameter implant prostheses    

  were higher than the maximum occlusal forces of the regular diameter     

  implant prostheses when measured with dental prescale system(P<0.05),    

  but there was no significant difference between the wide diameter implant  

  prostheses and the regular diameter implant prostheses when measured    

  with unilateral bite force recorder.

5. The maximum occlusal forces of the single implant prostheses were not   

  significantly different with the splinting implants prostheses.

6. The maximum occlusal forces of the implant prostheses were not         

  significantly different by age and sex.

7. There was positive correlation between maximum occlusal forces          

  measured with unilateral bite force recorder and dental prescale            

  system(r=0.52, P<0.05) but there was significantly different between        

  maximum occlusal forces measured with unilateral bite force recorder and  

  dental prescale system(P<0.0001).

 

8. The electromyographic activity of the anterior temporal muscle and        

  superior masseter muscle had no statistically significant difference between  

  the implant prostheses side and natural teeth of the other side in one arch  

  during clenching and unilateral maximum biting. 

 

9. According to the results of the questionnaire, 81.4% of the patients we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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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atisfied with the masticatory function.

 In conclusion the maximum occlusal forces of the implant prostheses were 

not significantly different to natural teeth during clenching and unilateral 

maximum biting.  

                                                                          

Key Words : implant, maximum occlusal force, electromyogaphic activity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