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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요약 

 
임플란트 주위 골흡수와 Periotest® Value  

변화량의 상관관계에 대한 후향적 연구 

 

오랜 기간의 추적검사를 통해 임플란트 치료의 높은 성공률 및 생존율이 보고 

되고 있다. 임플란트의 장기간 성공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주기적인 임상검사를 

통하여 안정성을 평가하고 초기에 임플란트 관련 질환의 징후를 발견하여 예방 

및 치료를 계획할 수 있어야 한다.  

Periotest® (Siemens AG, Bensheim, Germany) 기기는 감속효과를 이용하여 

임플란트의 임상적 평가에 응용되어 사용되고 있으며, 임상에서 적용하기 쉽고, 

감지하기 어려운 미세한 동요도를 감지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안정적인 임플

란트에서 나타나는 절대적인 Periotest® value (PTV)는 없으나, 합병증이 발생하

였거나 실패한 임플란트의 경우, 검사간 변화량이 정상군의 변화량에 비해 유의

한 차를 보인다고 보고된 바 있다. 하지만, 선행 연구는 모두 지대주에서 측정한 

것을 기반으로 하고 있으며, 방사선 사진에서 관찰되는 임플란트 주위 변연골 변

화와 PTV 변화량의 임상적 상관관계에 대한 연구는 부족한 실정이다.  

이에 본 연구는 임플란트 주위 변연골 흡수가 존재할 때 정기적으로 검사한 

PTV에 변화가 관찰되는지 알아보고, 2개 이상의 고정성 보철물이 연결 고정되어 

장착된 임플란트에서 보철물을 제거하지 않은 채 측정된 PTV도 임플란트 주위 

변연골 흡수의 영향을 받는지를 관찰하여 상관관계를 알아보고자 한다.  

총 117명 환자의 357개 임플란트를 대상으로 지대주에서 Periotest®를 측정한 

것과 2개 이상 연결 고정된 보철물에서 보철물 제거없이 측정된 것으로 분류하고, 

보철물 장착하고 최소 기능 1년 이후 변연골 변화가 1mm 이상 나타난 것과 나

타나지 않은 것으로 분류하였다. 각 임플란트 PTV의 초기 값과 후기 값을 이용

하여 변화량을 구하고, 방사선 사진 상에서 변연골 변화량 정도를 측정하여 다음

과 같은 결과를 얻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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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지대주 상에서 측정된 PTV 변화량은 임플란트 주위 변연골 흡수 여부와 

상관관계가 있었다.  

 

2. 임플란트 주위 변연골 흡수량이 많을수록 지대주 상에서 측정된 PTV 

변화량은 증가하는 경향을 보였다.  

 

3. 보철물 제거없이 2 개 이상 연결 고정된 보철물 상에서 측정된 PTV 

변화량은 임플란트 주위 변연골 흡수 여부와 상관관계가 없었다.  

 

이상의 결과로, 지대주 상에서 지속적인 Periotest® 검사는 임플란트 주위 

변연골 변화를 감지하고 흡수량의 증가함을 감지하는데 유용하나, 2 개 이상 연결 

고정된 보철물 상에서의 Periotest® 검사는 임플란트 안정성을 평가하기에 

부적합할 것으로 사료된다.  

 

  

 

 

 

 

 

 

 

 

 

 

 

핵심되는 말: 임플란트, Periotest®, 방사선 사진, 연결 고정된 보철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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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플란트 주위 골흡수와 Periotest® Value 변화량의  

상관관계에 대한 후향적 연구 

 

 

<지도교수 한 동 후> 

연세대학교 대학원 치의학과 

이 재 영 

 

 

Ⅰ. 서 론 

 

오늘날 임플란트를 이용한 치료는 치아결손 부위를 수복하는데 있어 매우 

유용하고 광범위하게 적용되고 있다.1-3 오랜 기간의 추적검사를 통해 

임플란트 치료의 높은 성공률 및 생존율이 보고 되고 있으며, 임플란트의 

장기간 성공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주기적인 임상검사를 통하여 안정성을 

평가하고 초기에 임플란트 관련 질환의 징후를 발견하여 예방 및 치료를 

계획할 수 있어야 한다.4 임플란트와 주위 골과의 안정적인 결합을 평가하는 

가장 정확한 방법은 광학현미경이나 전자현미경으로 임플란트 표면과 

골조직의 접촉을 관찰하는 것이지만 임상에서 적용할 수는 없다. 임플란트 

안정성을 임상에서 평가하기 위한 도구는 좋은 신뢰도와 높은 재현성, 

비침습성을 가지고 있으며, 결과를 바로 보여줄 수 있어야 한다.5 치태지수, 

치주탐침 깊이, 치주 탐침 출혈 측정 등의 방법은 비침습적이면서 임상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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쉽게 적용될 수 있는 검사 방법이나 임플란트 주위 골흡수와 관련된 임플란트 

안전성을 평가하기에는 부족한 점이 있다.  

방사선 검사는 임상적으로 임플란트를 평가하는데 가장 유용한 방법 중에 

하나로 알려져 있으며, 임플란트 주위 골소실을 평가하는데 많이 이용되고 

있다.6,7 Bauman 등은 조직학적 자료가 없는 상태에서 방사선 사진이 

임플란트 주변 변화를 가장 잘 감지할 수 있는 도구라 하였다.8 하지만, 

일반적으로 많이 사용되는 파노라마 사진이나 치근단 방사선 

사진은 0.1mm 이하의 골변화를 감지하기가 어렵고,9 방사선 사진 촬영을 

표준화시키기 어려우며, 근원심 골 변화만 관찰할 수 있다는 단점이 있다.10 

또한 탈석회화가 40%이상 진행될 때 방사선 사진에서 변화가 관찰된다는 

점에서 방사선 사진만으로 임플란트 안정성을 평가하기에는 부족하다고 

언급된 바 있다.11 그리고 방사선 사진에서는 골과 임플란트 계면 사이의 얇은 

골소실을 관찰하기 어렵다. 이에 Severin 등은 임플란트와 에폭시 모델 

사이에 얇은 골소실을 재현하여 10 명에게 방사선 사진을 통해 골소실을  

평가하도록 하는 실험을 시행하였고, 검사자 간 일치도 및 특이도가 낮음을 

알 수 있었다.12 이처럼 방사선 사진은 임플란트의 안정성을 평가하는데 

단독으로 사용되기보다는 다른 진단 검사를 뒷받침하는 보조적인 진단검사 

방법으로 사용될 수 있다.13  

Periotest® (Siemens AG, Bensheim, Germany) 기기는 감속효과를 이용한 

것으로 객관적인 치아의 움직임을 측정하고자 Schulte 에 의해 처음 

소개되었고,14 이후 임플란트의 임상적 평가에 응용되어 사용되고 있다.15 

Periotest®는 임상에서 적용하기 쉬우며, 임상적으로 감지하기 어려운 미세한 

동요도를 감지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16 Periotest® value (PTV)는 -8 에서 

+50 까지 범주 내에서 표현되며, PTV 가 +13 이하일 때 PTV= 
Contact  time

0.02ms
 

- 21.3 의 공식이 적용된다. +10 이상일 경우 임플란트의 동요도가 감지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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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도이기에 동요도가 없는 임플란트에서 기기의 접촉 시간과 PTV 는 

선형적인 관계에 있다.17  

Teerlinck 등은 하악 무치악 부위에 임플란트 2 개를 식립한 환자 30 명을 

대상으로 Periotest®를 좌우 반복하여 두 번씩 측정하였고, 모두 ±1 내외에서 

95%의 재현성을 보였다.18 Olive 와 Aparicio 가 발표한 논문에서도 

Periotest® 검사의 높은 재현성을 보고한 바 있다.19 하지만, 안정적인 

임플란트에서 Periotest®가 나타내는 수치의 범위는 다양하게 보고되고 있어 

하나의 PTV 또는 범위를 지정하기는 어렵다. Teerlinck 등은 안정적으로 

유지되고 있는 임플란트의 PTV 범위는 -4 에서 +2 라고 보고한 바 있으며,18 

Haas 등은 -5 에서 +5,20 Tricio 등은 -6 에서 +4 라고 보고한 바 있다.21 

임플란트의 골유착 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 절대적 수치는 아직 밝혀진 바 

없으나, 음수나 0 에 가까운 PTV 가 골유착된 임플란트에서 측정된다고 

보고된 바 있다.22  

2000 년 Tuhrl 등에 의하면 PTV 의 변화가 +3 이상일 때 임플란트의 

안정성을 의심해볼 수 있으며,23 또 다른 근래의 보고에서도 관찰 기간 내 

합병증이 발생하였거나 실패한 임플란트의 경우, 인접한 검사간의 변화량과, 

초기값과 비교한 변화량 모두에서 정상 군에 비해 유의할 만한 PTV 변화를 

보인다는 결과를 보였다.24 

PTV 는 기기의 적용 위치에 따라 변동이 있으며, 기하학적인 형태에 

영향을 받는다.25 Periotest®를 이용한 대부분의 선행 연구는 기하학적 형태나 

위치의 영향을 덜 받는 지대주에서 측정한 것을 기반으로 하고 있다. 하지만, 

근래에는 임플란트 보철물 종류로 나사 유지형 보철보다는 시멘트 유지형이 

선호되고 있으며, 특히 2 개 이상의 보철물이 연결되는 경우, 시멘트 유지형 

보철물은 서로 다른 평행로를 맞추기 쉽고, 술자가 다루기 보다 용이하다는 

장점이 있다.26 하지만 이런 경우 임상에서 잦은 보철물 제거 및 지대주 

상에서의 Periotest® 검사가 쉽지 않고, 연결된 보철물 상에서 측정된 

Periotest® 검사에 대한 신뢰성은 아직 확실하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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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2 년 Schulte 는 PTV 와 자연치에서 변연골 흡수 양상 및 정도를 

비교하였으며, 그 결과 PTV 와 변연골 흡수에는 높은 연관성이 있음을 보고한 

바 있다.27 Merheb 등은 2010 년 사체에서 실험한 것을 토대로 임플란트 

주위 변연골 소실에 따라 PTV 가 변한다고 발표하였다.28 변연골 높이 차이와 

PTV 가 상관관계가 있다는 결과였으나, 실제 임플란트와 골의 유착이 일어난 

in vivo 실험이 아니기에 변연골 변화와 PTV 변화량과의 관계를 

설명해주기에는 부족한 면이 있다. 

본 연구의 목적은 임플란트 주위 변연골 흡수가 존재할 때 정기적으로 검사

한 PTV에 변화가 관찰되는지 알아보고, 2개 이상의 고정성 보철물이 연결 고

정되어 장착된 임플란트에서 보철물을 제거하지 않은 채 측정된 PTV도 임플

란트 주위 변연골 변화의 영향을 받는지를 관찰하여 상관관계를 알아보고자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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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재료 및 방법 

  

1. 연구 대상 및 재료 

 

2002 년 8 월부터 2009 년 5 월까지 연세대학교 치과대학 병원에서 

임플란트 식립시술 및 보철치료를 받은 환자를 대상으로 하였다. 5 인의 

구강외과 전문의와 1 인의 보철과 전문의에 의해 이루어졌으며, 가장 많이 

사용된 임플란트인 Brånemark®(Nobel Biocare, Göthenburg, Sweden), 

Straumann® (Straumann AG, Waldenburg, Switzerland), Silhouette®(Biolok 

International Inc., Deerfield Beach, FL, USA) 3 종류에 대하여 조사하였다. 

2 개 이상의 임플란트를 식립하고 하나의 보철물로 연결하여 장착한 환자를 

대상으로 하였으며, 변화량을 보기 위하여 최소 2 회 이상 Periotest® 검사를 

받고 방사선 사진을 촬영한 환자를 선별하였다.  

조기 실패가 나타난 환자나 최종 보철물 장착시 방사선 사진 기록이 누락된 

경우는 연구 대상에서 제외하였다. 또한 보철물 장착 후 최소 2 회 이상 

지대주 또는 보철물 상에서 측정한 PTV 가 없거나 DentigateⓇ (INFINITT 

Technology Co. Ltd. Seoul, Korea)를 통해서 DICOM(Digital Imaging and 

Communication in Medicine) 영상으로 전환된 방사선 사진이 없는 경우에도 

연구 대상에서 제외시켰다.  

이에 총 117 명 환자의 357 개 임플란트를 연구 대상으로 선정하였으며, 

나이는 19 세에서 84 세까지 분포하였으며, 평균 55 세이었다. 전체 357 개 

임플란트 중 Brånemark® 임플란트는 65 개, Straumann® 임플란트는 112 개, 

Silhouette® 임플란트는 180 개이었다. 대상 환자의 진료 기록부와 방사선 

사진을 바탕으로 자료 수집을 하였다. 본 연구는 연세대학교 치과대학병원 

연구심의위원회(Institutional Review Board)의 승인을 받았다(13-0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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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구방법 

 

가. 수집자료  

 

다음의 요소들을 수집하고 기록하였다. 

1) 환자 특성 – 나이, 성별 

2) 임플란트 정보 – 임플란트 제조사, 임플란트 식립 날짜, 보철물 장착 날짜, 

보철물 유형 

4) 방사선 사진 – 촬영 시기, 임플란트 주위 변연골 흡수 유무 

5) PTV - 측정 시기, 지대주 또는 보철물 상에서의 측정 수치 

6) 임상 검사 - 임플란트 실패 여부, 나사풀림 여부 

 

나. 임플란트 식립 및 보철물 장착 

 

제조회사에서 제시된 방법에 따라 임플란트를 식립하였으며, 필요 시 

골이식이나 골이식을 동반한 상악동 거상술 시행하였다. 임플란트 식립 후 

정기적으로 검사하여 임상적으로 임플란트의 동요도와 치유 지대주의 풀림 

여부, 그리고 임플란트 주변 연조직의 치유상태를 검사하였다. 또한 방사선 

사진과 Periotest® 검사를 시행하여 골유착이 되었다고 예상되는 시기에 보철 

치료를 진행하였다. 보철물 장착 시 제조회사에서 권유하는 토크 조임을 

부여하고, 구치부의 경우 중심교합은 이루어지되, 측방력은 가해지지 않도록 

하였다. 임플란트 식립일로부터 평균 8 개월 (최저 2.8 개월, 최고 36.3 개월) 

후 보철물을 장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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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임플란트 검사 

 

(1) 임상 검사 

임상 검사 시, Buser 등이 제시한 임플란트의 생존 평가 기준을 적용하여 

임플란트 생존 여부를 검사하고, 생존 임플란트만 연구 대상으로 포함시켰다.29 

생존 여부에 적용한 기준은 다음과 같다. 통증, 이물감, 이상 감각증 등의 

지속적인 불편감이 없고, 배농 등 임플란트 주위 감염 증상이 지속적이지 

않으며, 임상적으로 임플란트의 동요도가 없고, 임플란트 주위로 방사선 투과상이 

없어야 한다. 더불어 임플란트 보철물 나사의 풀림이 없는지 확인하였다.  

 

(2) 방사선 사진 촬영 및 계측       

보철물 장착 직후 치근단 방사선 사진을 촬영하였으며, 기능 후에 방사선 

촬영을 시행하여 임플란트 주위 변연골의 수직적 흡수 정도를 검사하였다. 

Heliodent MDⓇ(Siemens, Erlangen, Germany)를 이용하여 60kVp, 0.16mAs 조건 

하에 구내 디지털 치근단 방사선 사진을 촬영하고, SIGMAⓇ(GE Medical 

system instrumentarium Co., Tuusula, Finland) 센서를 통하여 영상정보를 

얻었다. 또한 구외 촬영기 Cranex 3+CEPH(Orion corp. Soredex, Finland)를 

이용하여 파노라마 방사선 사진을 촬영하였다.  

촬영된 치근단 방사선 사진은 DentigateⓇ(INFINITT Technology Co. Ltd. 

Seoul, Korea)를 통해서 DICOM(Digital Imaging and Communication in 

Medicine) 영상으로 전환되었으며, 파노라마 방사선 사진은 CR 

시스템(Carestream Health, Rochester, NY, USA)을 통해 DICOM 영상으로 

전환되었다. DICOM 영상은 PiViewⓇ(INFINITT Technology Co. Ltd., Seoul, 

Korea) 상에서 확인하고, 200 배 확대하여 변연골의 변화 여부를 확인하였다. 

보철물 장착 시와 비교하여 1mm 이상의 변연골 흡수가 존재하는 경우, 

변연골 흡수가 존재하는  그룹으로 분류하였다. 근심측과 원심측 모두에서 

변화가 있는 경우는 각 변화량의 평균을 구하여 분류하였다. 변화량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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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플란트 고정체 상부를 기준으로 하여 흡수가 일어난 지점까지의 거리를 

계측하고, 보철물 장착 시 고정체 상부에서 변연골까지의 거리를 감하여 

구하였다. 

 

(3) 방사선 사진의 보정 

방사선 사진의 경우 필름과 피사체간의 거리나 각도에 따라 실체보다 확대 

또는 축소될 수 있다. 또한 본 연구 대상의 방사선 사진은 기본적으로 

평행촬영법을 구사하였으나 각도나 피사체 위치는 일치하지 않기에 기존에 

알고 있는 거리를 이용하여 보정 후 실제 변화량을 구하였다. Silhouette® 

임플란트의 경우, 고정체의 알려진 collar 길이를 이용하였고, Brånemark® 

임플란트나 Straumann® 임플란트는 정해진 나사산 사이의 거리를 기준거리로 

이용하였다. Silhouette® 임플란트 고정체의 collar 길이는 1mm 또는 

2mm 이었으며, Brånemark® 임플란트의 연속된 세 나사산 간의 거리는 

narrow, regular, wide neck 일 때 각각 1.0, 1.2, 1.6mm 이었다. Straumann® 

임플란트의 연속된 세 나사산 간의 거리는 narrow neck 일 때 2mm, 

regular 와 wide neck 일 때는 2.5mm 이었다.  

확대율은 실제 기준거리와 방사선 사진에서 측정되는 기준거리의 비율을 

계산하여 방사선 사진에서 계측된 골 변화량에 적용하여 계산하였다.  

즉, 실제 기준거리: 방사선 사진 상 측정된 기준거리 = 구하고자 하는 실제 

변화량: 방사선 사진 상 계측된 변화량의 비례식을 적용하였다.  

 

(4) Periotest®의 측정 

사용된 Periotest® 기기는 Periotest Classic®과 Periotest M®이었으며, 

Periotest M®으로 측정된 수치는 제조사의 지시에 따라 반올림하여 모든 

수치를 정수화하였다. 

Periotest® 기기를 이용한 측정방법은 환자의 머리를 치과용 의자의 머리 

받침에 기대게 한 후 Periotest®의 핸드피스를 최대한 바닥에 평행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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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플란트에 수직으로 위치시키고. 측정점이 가능한 지대주의 하부에 

위치하도록 변연치은에 근접시킨 후 측정하였다. 지대주 근원심 중앙부 

최하부를 측정 기준점으로 설정하여 조사자간의 불일치를 최소화하고자 

하였으며, 반복 측정하여 같은 수치가 3번 이상 측정될 시 이 수치를 최종 

값으로 기록하였다. 보철 전문의 1인에 의하여 최종 확인과정이 이루어졌다. 

보철물 상에서 측정 시에도 같은 방법을 적용하였다.  

 

3. 임플란트 분류 

 

가. 방사선 사진 상에서 변연골 흡수 유무와 변화량에 따른 분류 

앞서 설명된 방사선 사진의 보정방법과 계측방법을 통하여 보철물 장착 

시와 비교하여 최소 기능 1년 이후에 1mm 이상 변연골 변화가 있을 때 

변연골 흡수가 존재하는 그룹, 1mm 미만일 때 골흡수가 없는 그룹으로 

나누었다. 또한 변연골 흡수량에 따라 1mm 단위로 그룹을 나누었다. 변연골 

변화가 0 이상이고 1mm 미만인 그룹, 1mm 이상이고 2mm미만인 그룹, 2mm 

이상이고 3mm 미만인 그룹, 그리고 4mm 이상 5mm 미만인 그룹으로 

나누었다. 117명의 환자, 357개의 임플란트 중에서 62개의 임플란트에서 

1mm 이상의 변연골 흡수가 관찰되었으며, 295개에서 변연골 변화가 

관찰되지 않았다. 

 

나. 측정 시 보철물 제거 여부에 따른 분류 

조사 대상 임플란트 중에서 보철물 제거 후 임플란트 주위 변연골 변화가 

없는 초기 1차에 지대주 상에서 측정된 PTV와 최소 기능 1년 이후에 보철물 

제거 후 지대주 상에서 측정된 PTV를 동시에 가지고 있는 임플란트를 

분류하였다. 114명의 환자, 328개의 임플란트가 2회 이상 지대주 상에서 

측정된 PTV를 가지고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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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같은 방법으로 보철물 제거없이 2 개 이상 연결된 보철물 상에서도 

변연골 변화가 없는 초기 1차에 측정된 PTV와 최소 기능 1년 이후에 측정된 

PTV를 동시에 가지고 있는 임플란트를 분류하였으며, 108명의 환자, 326개의 

임플란트가 포함되었다.  

변연골 흡수가 관찰된 임플란트 그룹에서 후기 PTV는 방사선 사진 상에서 

변연골 흡수가 관찰된 시기와 최대한 가장 가까운 시기에 측정된 수치를 

택하였다.  

 

Table 1. Distribution of examined implants 

 
Amount of 

bone loss 

Number of 

implants  

(Abutment group) 

Number of 

implants  

(Prosthesis group) 

No marginal 

bone change 
Less than 1mm 273 271 

Marginal bone 

change 

1~2mm 28 27 

2~3mm 20 22 

3~4mm 3 3 

4~5mm 4 3 

total 55 55 

 

 

4. 통계학적 분석 

 

모든 자료의 분석은 SAS 9.2 (SAS Institute Inc., Cary, NC, USA)를 통해 

이루어졌다. 지대주와 보철물 그룹에서 각각 변연골 흡수 유무와 PTV 

변화량과의 관계를 t-test 를 통하여 분석하였다. 변연골 변화가 없는 초기에 

측정된 PTV 와 후기 PTV 를 이용하여 변화량을 산출하였다. 변연골 흡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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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재하는 그룹과 없는 그룹에서 각 변화량이 통계적으로 유의한지 

살펴보았으며, 유의성 수준은 p<0.05 로 두었다.  

Periotest®를 지대주 상에서 측정한 그룹과 보철물 상에서 측정된 그룹 

각각에서 변연골 흡수 정도와 PTV 변화량의 관계를 보기 위하여 

ANOVA 분석을 이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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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I. 연구 결과 

 

1. 지대주 상에서 측정된 PTV 변화량과 변연골 흡수의 관계 

 

가. PTV 변화량과 변연골 흡수 유무와의 상관관계 

 

총 328 개의 임플란트 중에서 변연골 흡수가 존재하는 임플란트는 55 개, 

골흡수가 없는 임플란트는 273 개이었다. 변연골 흡수가 존재하는 그룹과 

없는 그룹 둘 다 초기 값과 후기 측정값 사이의 평균 기간은 4 년이었으며, 

PTV 변화량은 변연골 흡수 유무와 상관관계를 보였다(p<0.0001).  

 

Table 2. Analysis of PTV variations on abutments by t-test 

Bone loss N 
Mean of 

variations 

Std. 

Deviation 
Std. Error p-value 

No 273 -1.0810 1.1377 0.0692 

<0.0001 

Yes 55 0.8655 1.8930 0.2553 

N: Number of implants 

Variations: later PTV – earlier PTV 

 

나. PTV 변화량과 변연골 흡수량과의 상관관계 

 

변연골 흡수량을 1mm 단위로 나눈 뒤 변연골 흡수량의 증가에 따른 PTV 

변화량의 상관관계를 살펴본 결과, 변연골 흡수량이 증가할수록 PTV 

변화량도 증가하는 경향을 보였다(p<0.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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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3. Analysis of amount of marginal bone loss and PTV variations on 

abutments by ANOVA 

Amount of marginal 

bone loss 
N Mean of variations p-value 

Less than 1mm 273 -1.0810 

<0.0001 

1~2mm 28 0.5393 

2~3mm 20 0.6450 

3~4mm 3 5.0000 

4~5mm 4 1.1500 

N: Number of implants  

Variations: later PTV – earlier PTV 

 

2. 두 개 이상 연결 고정된 보철물 상에서 측정된 PTV 변화량과 

변연골 흡수의 관계 

 

가. PTV 변화량과 변연골 흡수 유무와의 상관관계 

 

326 개의 임플란트 중 변연골 흡수가 존재하는 임플란트는 55 개, 변화가 

없는 임플란트는 271 개이었다. 변연골 흡수가 존재하는 그룹과 없는 그룹 둘 

다 초기 값과 후기 측정값 사이의 평균 기간은 3 년이었으며, PTV 변화량은 

변연골 흡수 유무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p>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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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4. Analysis of PTV variations on splinted prosthesis by t-test 

Bone loss N 
Mean of 

variations 

Std. 

Deviation 
Std. Error p-value 

No 271 -0.5199 1.0722 0.0651 

0.5999 

Yes 55 -0.5345 1.0085 0.1360 

N: Number of implants 

Variations: later PTV – earlier PTV 

 

나. PTV 변화량과 변연골 흡수량과의 상관관계 

 

변연골 흡수량을 1mm 단위로 나눈 뒤 변연골 흡수량의 증가에 따른 

PTV 의 상관관계를 살펴본 결과, 변연골 흡수량과 PTV 변화량 사이의 

상관관계는 없었다(p>0.05).  

 

Table 5. Analysis of amount of marginal bone loss and PTV variations on 

splinted prosthesis by ANOVA 

Amount of bone 

loss 
N Mean of variations p-value 

Less than 1mm 271 -0.5199 

0.8516 

1~2mm 27 -0.6333  

2~3mm 22 -0.5364  

3~4mm 3 -0.1667  

4~5mm 3 0 

N: Number of implants  

Variations: later PTV – earlier P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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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V. 고 찰 

 

임플란트 골변화를 초기에 감지하고 상황에 맞는 처치를 시행하는 것은 

임플란트 소실을 예방하는데 중요하다. 하지만 임상 검사나 방사선 사진은 

최소 한 면 이상의 피질골이 파괴되지 않는다면 임플란트 골변화를 쉽사리 

감지하기 어렵다.30 이런 측면에서 임플란트와 골의 접촉을 검사하는 

Periotest® 측정은 좋은 검사 방법이 될 수 있다.  

본 연구는 최소 1 년 이상 기능한 임플란트에서 1mm 이상의 변연골 

변화를 기준으로 골변화 유무를 판단하였다. 조사된 자료는 방사선 사진에서 

임플란트 주위 변연골 변화가 처음 관찰되는 시점을 기준으로 수집하였다.  

지대주에서 측정된 PTV 변화량은 변연골 변화가 있는 그룹과 변화가 없는 

그룹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를 보였다(p<0.0001). 구나현 등이 2012 년 

발표한 연구에 의하면, 실패나 합병증 없이 정상적으로 기능하고 있는 

임플란트의 PTV 를 장기적으로 추적 검사한 결과에서 수치 변화량은 시간이 

경과해도 일정하게 유지됨을 보인바 있다.24 실제로 본 연구 결과에서도 

변연골 변화가 없는 그룹의 임플란트 PTV 는 대부분이 수치 변화가 없거나 

수치가 작아지는 경향을 띄었다. 

지대주 상에서 Periotest®가 측정된 임플란트 그룹의 경우, 변연골 흡수가 

존재하는 그룹에서의 PTV 변화량 평균은 약 +0.87, 골흡수가 없는 

그룹에서의 평균은 약 -1.08 이었다. 이는 변연골 흡수가 존재하는 

그룹에서의 PTV 가 골흡수가 없는 그룹에 비해 증가하는 경향을 보여준다. 

Truhlar 등은 PTV 변화량이 +3 이상일 경우,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고 

제안한 바 있다.23 본 연구에서는 변연골 변화가 없는 그룹에서 +3 이상의 

수치 변화량을 보인 임플란트가 하나도 없었으나, 골흡수가 있는 그룹에서 

+3 이상의 변화를 보인 경우는 55 개의 임플란트 중 7 개가 존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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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erhoeven 등은 2000 년 발표한 연구에서 18 명의 환자를 대상으로 

방사선 사진의 변연골 흡수 유무를 ‘gold standard’로 설정하고 지대주 

상에서 PTV 를 측정하였다. 변연골 흡수가 존재하면서 PTV 가 양수가 

나오는 경우, 즉 Periotest® 검사의 민감도는 23%로 상당히 낮음을 지적한 바 

있다.31 하지만 이 연구는 Periotest®로 변연골 변화의 유무를 판단하는데 

절대적 수치로 음수값을 설정했다는 데에 두 시점 간의 PTV 변화량을 

이용한 본 연구와 차이가 있다.  

Merheb 등은 2010 년 Osstell®과 Periotest®의 수치 변화량과 임플란트 

주위 골변화 간의 상관관계를 사체에서 실험하였다. 이 연구에서 저자는 골 

변화 양상을 다양하게 하여 실험하였는데, 그 결과 임플란트 주위 변연골이 

고르게 2mm 이상 변할 때 두 기기 검사 결과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5 

비록 직접적인 골유착은 없는 상태에서 시행한 연구이나 본 연구와 비슷한 

경향을 보였다.  

다음으로 Periotest®를 지대주 상에서 측정한 그룹에서 변연골 흡수량과 

PTV 변화 사이의 관계를 분석하였다. 1992 년 Schulte 등이 자연치에서 

PTV 와 변연골 흡수량 간의 상관관계를 연구한 바에 의하면, 변연골 

흡수량과 PTV 는 선형적인 비례관계를 보인다고 하였다.27 Lachmann 등도 

bovine bone 에 임플란트를 식립한 뒤 변연골의 흡수를 재현하기 위해 

1mm 씩 삭제하면서 Periotest®로 측정한 결과, 골 삭제량이 증가할 수록 

PTV 가 유의성 있게 증가함을 보인 바 있다. 특히 골삭제량이 1 에서 

2mm 인 경우 확연한 증가를 보였는데, 이는 실제 피질골의 두께가 1-2mm 

인 것과 관련이 있으리라 시사한 바 있다. 32  

본 연구 결과는 PTV 변화와 변연골 흡수량 간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관계가 있음을 보였으며, 변연골 흡수가 없다고 본 1mm 이하의 변화가 

일어난 그룹은 PTV 가 감소된 반면에, 변연골 흡수가 많을수록 초기 PTV 에 

비하여 후기 PTV 가 많이 증가하였다. 흡수량이 3~4mm 또는 4~5mm 

나타난 그룹의 PTV 변화량 평균이 각각 +5, +1.15 로 오히려 수치 변화량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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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소하였으나, 각 그룹에 해당하는 개체 수는 각각 3 개, 4 개로 그 수가 매우 

적으며, 통계적으로는 흡수량이 증가함에 따라 PTV 변화량도 증가하는 

경향을 보였다.  

본 연구에서는 보철물을 제거하지 않고 2 개 이상의 보철물이 연결된 

상태에서 PTV 를 측정하여 보철물 상에서의 Periotest® 검사도 변연골 

변화를 감지하는데 유의한 가를 보고자 하였다. 하지만, 변연골 흡수가 

존재하는 그룹과 골흡수가 없는 그룹에서의 PTV 변화량 평균은 각각 약 -

0.53, -0.52 로 두 그룹간에 차이가 없었다. 이에 변연골 흡수량과 PTV 

변화량 간의 상관관계도 존재하지 않았다.  

이는 보철물 형태와 2 개 이상의 연결된 보철물이라는 점이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예상된다. 여러 선행 연구에서 PTV 가 기기의 접근 위치에서 

임플란트-골 접촉점까지의 수직적 거리와 비례관계에 있음은 증명된 바 

있으며, 검사 결과가 기학적인 형태에 영향을 받기에 기기가 접촉되는 높이나 

각도가 관련 있다고 보고되어 왔다.17,20,33 Faulkner 등이 발표한 in vitro 

실험에서 측정 위치를 5mm 부터 0.25mm 간격으로 달리하여 Periotest® 를 

측정하였을 때, 1mm 의 수직적 위치가 달라짐에 따라 PTV 가 1 에서 

2 사이로 달라졌으며, 측정 추 자체가 2mm 의 diameter 를 가지기 때문에 이 

자체로도 2mm 의 높이 차가 발생할 수 있다 하였다.25 Meredith 등도 in 

vitro 와 in vivo 실험을 통해 측정 높이가 1mm 증가할 때마다 PTV 는 1.5 씩 

증가한다고 밝힌 바 있다.34 보철물 상에서 측정 시 보철물의 외형으로 인하여 

추의 각도가 기울어지고 측정 높이도 고정체와 가까운 점에 위치하기가 

어려울 것으로 사료된다.  

또한 보철물이 2 개 이상의 고정체를 연결하고 있었다는 점에서 Periotest® 

검사 시 감속 효과에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Teerlinck 등은 

하악에서 bar 로 연결된 두 임플란트를 Periotest®로 검사 시, bar 제거 후 

측정한 것과 큰 차이가 없음을 밝힌 바 있어, 본 연구 결과와는 상이한 

결과를 보였다.18 이에 bar 로 연결 고정된 것과 고정성 보철물이 연결 고정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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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은 차이가 있으며, 특히 연결 고정된 임플란트의 거리가 영향을 미쳤을 

것이라 예상된다. 또한 보철물의 시멘트 공간 또는 보철물 나사에 의한 

공간도 Periotest® 검사 결과에 영향을 미쳤으리라 사료되나, 이러한 내용에 

대한 추가 연구가 필요하다.  

본 연구를 통해 임플란트 주위의 미세한 변연골 변화에도 지대주에서 

측정된 PTV 변화량은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를 보였으며, 변연골 변화량에 

따라 PTV 수치 변화량도 증가함을 알 수 있었다. 한편, 2 개 이상 연결 

고정된 보철물 상에서 측정된 PTV 변화량은 변연골 흡수의 유무와는 상관이 

없는 것으로 관찰되었다. 이는 임플란트의 안정성을 평가할 때 주기적으로 

지대주 상에서 Periotest® 검사가 이루어진다면, 매 검사마다 반복적인 방사선 

사진 촬영을 피할 수 있고, 근원심 측 외의 변연골의 변화에 대하여 임플란트 

안정성을 예측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 하지만 2 개 이상 연결 고정된 

임플란트 보철물의 경우, 검사 시마다 제거해야 한다는 제약이 있으며, 

제거하지 않은 채 보철물 상에서 Periotest® 검사하는 것은 신뢰성이 

미약하다고 사료된다.   

향후 보다 많은 실험군을 대상으로 하는 연구가 필요하며, 더 장기적으로 

PTV 변화량을 추적 검사한 자료를 바탕으로 한 연구가 필요하리라 사료된다. 

지속적인 연구를 통하여 PTV 변화량의 의미가 더 명확해진다면, 방사선 사진 

촬영 횟수의 감소, 방사선 사진 상에서도 관찰되기 힘든 미세한 주변 골의 

변화 감지 등의 이점이 있으리라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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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 결 론 

 
본 연구에서는, 임플란트의 장기적 안정성을 평가하는 방법으로 PTV 

변화량과 임플란트 주위 골변화의 관계를 보고자 하였으며, PTV 변화량은 

지대주와 2 개 이상 연결 고정된 보철물 상에서 측정하였다. 임상자료와 

방사선 사진을 바탕으로 분석하였으며,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었다.  

 

1. 지대주 상에서 측정된 PTV 변화량은 임플란트 주위 변연골 흡수 여부와 

상관관계가 있었다.  

 

2. 임플란트 주위 변연골 흡수량이 많을수록 지대주 상에서 측정된 PTV 

변화량은 증가하는 경향을 보였다.  

 

3. 보철물 제거없이 2 개 이상 연결 고정된 보철물 상에서 측정된 PTV 

변화량은 임플란트 주위 변연골 흡수 여부와 상관관계가 없었다.  

 

이상의 결과로, 지대주 상에서 지속적인 Periotest® 검사는 임플란트 주위 

골변화를 감지하고 흡수량의 증가를 감지하는데 유용하나, 2 개 이상 연결 

고정된 보철물 상에서 보철물 제거 없이 시행하는 Periotest® 검사는 

임플란트 안정성을 평가하기에 부적합할 것으로 사료된다.  

  



- 20 - 

참고 문헌 

 

1. Johns RB, Jemt T, Heath MR, Hutton JE, McKenna S, McNamara DC, et al. 

A multicenter study of overdentures supported by Branemark implants. Int 

J Oral Maxillofac Implants 1992;7:513-22. 

2. Mayer TM, Hawley CE, Gunsolley JC, Feldman S. The single-tooth implant: 

a viable alternative for single-tooth replacement. J Periodontol 

2002;73:687-93. 

3. Esposito M, Grusovin MG, Coulthard P, Thomsen P, Worthington HV. A 5-

year follow-up comparative analysis of the efficacy of various 

osseointegrated dental implant systems: a systematic review of 

randomized controlled clinical trials. Int J Oral Maxillofac Implants 

2005;20:557-68. 

4. Salvi GE, Lang NP. Diagnostic parameters for monitoring peri-implant 

conditions. Int J Oral Maxillofac Implants 2004;19 Suppl:116-27. 

5. Merheb J, Coucke W, Jacobs R, Naert I, Quirynen M. Influence of bony 

defects on implant stability. Clin Oral Implants Res 2010;21:919-23. 

6. Adell R, Lekholm U, Rockler B, Branemark PI. A 15-year study of 

osseointegrated implants in the treatment of the edentulous jaw. Int J Oral 

Surg 1981;10:387-416. 

7. Schnitman P, Rubenstein JE, Jeffcoat MK, Bertolami CN, Koch GC, 

Shulman LB. Implant prostheses. Blade vs. cantilever--clinical trial. J Oral 

Implantol 1986;12:449-59. 

8. Bauman GR, Mills M, Rapley JW, Hallmon WH. Clinical parameters of 

evaluation during implant maintenance. Int J Oral Maxillofac Implants 

1992;7:220-7. 

9. Albrektsson T, Albrektsson B. Osseointegration of bone implants. A 

review of an alternative mode of fixation. Acta Orthop Scand 

1987;58:567-77. 

10. Atsumi M, Park SH, Wang HL. Methods used to assess implant stability: 

Current status. International Journal of Oral & Maxillofacial Implants 

2007;22:743-54. 



- 21 - 

11. Goodson JM, Haffajee AD, Socransky SS. The relationship between 

attachment level loss and alveolar bone loss. J Clin Periodontol 

1984;11:348-59. 

12. Sewerin IP, Gotfredsen K, Stoltze K. Accuracy of radiographic diagnosis of 

peri-implant radiolucencies--an in vitro experiment. Clin Oral Implants 

Res 1997;8:299-304. 

13. Lang NP, Hill RW. Radiographs in periodontics. J Clin Periodontol 

1977;4:16-28. 

14. Schulte W, d'Hoedt B, Lukas D, Muhlbradt L, Scholz F, Bretschi J, et al. 

[Periotest--a new measurement process for periodontal function]. 

Zahnarztl Mitt 1983;73:1229-30, 33-6, 39-40. 

15. Schulte W. The new Periotest method. Compend Suppl 1988:S410-5, S7. 

16. van Steenberghe D, Quirynen M. Reproducibility and detection threshold of 

peri-implant diagnostics. Adv Dent Res 1993;7:191-5. 

17. Meredith N, Alleyne D, Cawley P. Quantitative determination of the 

stability of the implant-tissue interface using resonance frequency 

analysis. Clin Oral Implants Res 1996;7:261-7. 

18. Teerlinck J, Quirynen M, Darius P, van Steenberghe D. Periotest: an 

objective clinical diagnosis of bone apposition toward implants. Int J Oral 

Maxillofac Implants 1991;6:55-61. 

19. Olivé J AC. Periotest method as a measure of osseointegrated oral implant 

stability. Int J Oral Maxillofac Implants 1990. 

20. Haas R, Bernhart T, Dortbudak O, Mailath G. Experimental study of the 

damping behaviour of IMZ implants. Journal of Oral Rehabilitation 

1999;26:19-24. 

21. Tricio J, van Steenberghe D, Rosenberg D, Duchateau L. Implant stability 

related to insertion torque force and bone density: An in vitro study. J 

Prosthet Dent 1995;74:608-12. 

22. Schulte W, Lukas D. Periotest to monitor osseointegration and to check 

the occlusion in oral implantology. J Oral Implantol 1993;19:23-32. 

23. Truhlar RS, Morris HF, Ochi S. Stability of the bone-implant complex. 

Results of longitudinal testing to 60 months with the Periotest device on 

endosseous dental implants. Ann Periodontol 2000;5:42-55. 



- 22 - 

24. 구나현. Periotest®를 이용한 임플란트 안정성 평가의 신뢰성에 대한 후향적 

연구. 석사,  연세대학교 대학원 2012. 

25. Faulkner MG, Giannitsios D, Lipsett AW, Wolfaardt JF. The use and abuse 

of the Periotest for 2-piece implant/abutment systems. Int J Oral 

Maxillofac Implants 2001;16:486-94. 

26. Lee A, Okayasu K, Wang HL. Screw- versus cement-retained implant 

restorations: current concepts. Implant Dent 2010;19:8-15. 

27. Schulte W, d'Hoedt B, Lukas D, Maunz M, Steppeler M. Periotest for 

measuring periodontal characteristics--correlation with periodontal bone 

loss. J Periodontal Res 1992;27:184-90. 

28. Merheb J, Coucke W, Jacobs R, Naert I, Quirynen M. Influence of bony 

defects on implant stability. Clin Oral Implants Res 2010;21:919-23. 

29. Buser D, Weber HP, Lang NP. Tissue integration of non-submerged 

implants. 1-year results of a prospective study with 100 ITI hollow-

cylinder and hollow-screw implants. Clin Oral Implants Res 1990;1:33-40. 

30. Van Assche N, Jacobs R, Coucke W, van Steenberghe D, Quirynen M. 

Radiographic detection of artificial intra-bony defects in the edentulous 

area. Clin Oral Implants Res 2009;20:273-9. 

31. Verhoeven JW, Cune MS, de Putter C. Reliability of some clinical 

parameters of evaluation in implant dentistry. Journal of Oral Rehabilitation 

2000;27:211-6. 

32. Lachmann S, Jager B, Axmann D, Gomez-Roman G, Groten M, Weber H. 

Resonance frequency analysis and damping capacity assessment. Part I: an 

in vitro study on measurement reliability and a method of comparison in 

the determination of primary dental implant stability. Clin Oral Implants 

Res 2006;17:75-9. 

33. Chai JY, Yamada J, Pang IC. In vitro consistency of the Periotest 

instrument. J Prosthodont 1993;2:9-12. 

34. Meredith N, Friberg B, Sennerby L, Aparicio C. Relationship between 

contact time measurements and PTV values when using the Periotest to 

measure implant stability. Int J Prosthodont 1998;11:269-75. 

 

  



- 23 - 

Abstract 

 

A retrospective study on relationship between peri-implant marginal 

bone loss of and variations of Periotest○R  Values  

 

Jaeyoung Yi 

Department of Dentistry 

Graduate School, Yonsei University 

(Directed by Professor Dong-Hoo Han, DDS, MSD, Ph.D.) 

 

The high success and survival rate of dental implants have been reported 

through long-term follow-up. Periodic examinations and the early detection of 

signs of diseases are essential to maintain long-term stability of dental 

implant.  

Periotest® is used to clinically evaluate the stability of implant utilizing 

damping effect. The machine is easily applicable and advantageous in 

detecting micro-movement of implants. Although an absolute Periotest® value 

(PTV) for stable implants has not been identified yet, the previous study 

showed that the implants with complications or failed implants were 

statistically different from stable implants in PTV variations between 

examinations. Most of previous studies on Periotest®, however, are based on 

the measurements on abutments, and lack the studies on the relationship 

between PTV variations and marginal bone change observed in radiographs.  

Thus, this study is to observe the effect of peri-implant marginal bone 

changes on periodically measured PTVs, and to observe the relationsh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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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etween peri-implant marginal bone changes and the PTVs on splinted 

prosthesis.  

Total of 357 implants in 117 patients were evaluated. The implants were 

classified according to the location of Periotest® measured and the existence 

of peri-implant marginal bone change after at least 1 year of function. The 

later and early PTVs were used to achieve PTV variations, and the amount of 

marginal bone change was measured on radiographs. The results were as 

follows: 

 

1. The variations of PTV on abutments with marginal bone change were 

significantly different from those with no marginal bone change. 

 

2. The variations of PTV on abutments increased proportionate to the 

increase of marginal bone change. 

 

3. The variations of PTV on splinted prosthesis with marginal bone change 

showed no significantly different result from those with no marginal 

bone change.  

 

 Thus, periodic Periotest® measurements on abutments may be helpful in 

detecting early peri-implant marginal bone change and increase in the amount 

of change. Periotest® measurement on splinted prosthesis, however, may not 

be meaningful in evaluating the stability of implants.  

 

 

 

 

Key words: Periotest®, radiographs, splinted prosthesis, dental implan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