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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4년이란 수련생활을 무사히 마칠 수 있도록 저에게 끊임없는 인내와 지혜를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부족한 저에게 아낌없는 조언과 배려로 학위논문을 완성할 수 있도록 귀한 시간을 내어 

지도해주신 최병호 교수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구강외과의사로서 올바른 마음가짐을 

가질 수 있도록 저를 지도해주신 이천의 교수님께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항상 따뜻한 

관심으로 지도해주시는 정승미 교수님, 이정섭 교수님, 이윤 교수님, 김지훈 교수님께도 

감사드립니다. 

동물 실험실과 수술방에서 3년을 동고동락한 방일흠 선생님과 실험에 도움을 준 안설은 

선생님 및 통계작업에 도움을 주신 연세대학교 생의학데이터과학센터의 강대용 교수님과 유민희 

선생님께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힘든 수련기간에 힘이 되어준 치과 의국 선, 후배 선생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또한 힘든 외래 시간 중 큰 힘이 되어준 최한마음 선생님, 신성인 선생님, 김소영 

선생님 및 모든 위생부 선생님들께도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이번 수련기간 및 인생 가운데 항상 저를 위해 기도해주신 부모님과 동생에게 수련생활의 

결실인 이 논문을 바칩니다. 

마지막으로 지면을 통해 일일이 언급을 하지 못했지만 그 동안 저를 아끼고 사랑해주신 모든 

분들께 다시 한 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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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요약 

 

상악동 골이식술을 동반하여 식립된 자외선 조사 

임플란트가 임플란트의 고정성 및 골융합에 미치는 

영향 

 

상악동 골이식술은 흡수된 상악 구치부의 임플란트 식립에 흔히 사용되는 

술식이다. 자외선 조사 처리된 임플란트는 골융합 속도를 촉진 하여 임플란트의 

고정성을 높인다는 기존의 연구 결과들이 있다.  본 연구에서는 상악동 골 이식술을 

동반한 임플란트 식립에 있어서 임플란트에 자외선을 조사하여 자외선 조사가 

임플란트의 고정성 및 골융합에 미치는 효과를 평가하였다.  

5마리 비글성견에서 양측 상악 소구치와 대구치 발거 3주 후, 상악동 점막을 

거상하고 거상된 상악동 점막하방에 이종골 이식을 시행한 후 한쪽은 자외선 조사 

처리된 임플란트를 반대측은 자외선 조사하지 않은 임플란트를 식립하였다. 식립 후 

12주간 임플란트의 고정강도 IST(implant stability test)를 측정하였으며, 또한 

조직시편을 제작하여 상악동 내 임플란트와 주변 골과의 유착 비율을 평가하였다.   

임플란트의 고정강도에 있어서 자외선 조사 임플란트군은 56.50±8.23, 조사하지 

않은 임플란트 군은 59.83±7.81의 IST 평균값을 보였으며, 두 집단간의 통계학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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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의성은 없었다. 골유착율에 있어서 자외선 조사 임플란트는 47.15%±5.26 조사하지 

않은 임플란트에서 48.93%±1.96의 평균값을 보였으며 두 집단간의 통계학적인 

유의성은 없었다. 

결론적으로 상악동 골이식술을 동반하여 식립한 자외선 조사 임플란트와 

조사하지 않은 임플란트는 임플란트의 고정성 및 골융합에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핵심되는 말: 상악동 골이식술, 자외선 조사 임플란트, 골유착, 상악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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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악동 골이식술을 동반하여 식립된 자외선 조사 

임플란트가 임플란트의 고정성 및 골융합에 미치는 

영향 

<지도 최 병 호 교수> 

연세대학교 대학원 의학과 

양 현 우 

 

 

I. 서론 

 

치조골의 흡수, 리모델링 그리고 상악동의 함기화 현상등은 치아의 상실과 함께 

흔히 발생되며, 상악 구치부 임플란트 수복을 더욱 어렵게 만드는 요소이다. 

그리하여 상악 구치부 치조제의 불충분한 수직적 골 높이를 극복하기 위하여 상악동 

거상술을 동반한 임플란트 식립술이 개발되고 사용되어 왔다1,2. 하지만 심한 

골흡수가 동반된 상악 구치부의 치조제는 부족한 골량 및 성긴 골질 등 난해한 

환경으로 인하여 여전히 임플란트의 안정적인 고정과 그로 인한 성공적인 골융합 

과정을 어렵게 하며 빠른 이차 안정성의 확보만이 상악 구치부 임플란트 식립의 복잡 

증례에서 성패를 좌우한다고 할 수 있다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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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에 소개된 자외선 조사 임플란트는 자외선 조사 이후 임플란트 표면의 

친수성 증가, 수산화 탄소 비율의 변화, 정전기적 변화 등으로 인하여 골형성 

세포들의 임플란트 표면에 대한 친화력이 이차 안정성 시기를 단축시키고 또한 

골융합을 촉진한다는 연구가 이루어진 바 있다4-7. Ogawa 등은 동물 실험을 통하여 

자외선 조사 처리된 임플란트는 골접촉률을 55%에서 최대 98.2%까지 향상시켜 

골융합력을 증가시킨다는 연구를 발표하였으며4,8-9, 또한 상악동 골이식을 동반하여 

식립된 임플란트의 고정성 및 안정성에 미치는 효과에 대한 후향적 임상 연구를 

진행하여 상악동골이식이 동반된 증례에서도 자외선 조사가 임플란트의 고정력을 

빠르게 증가시켜 치유기간 및 안정화 기간이 일반 임플란트에 비해 3.3개월 이상 

줄어들며 골흡수로 인한 “stability dip” 현상이 극복된다는 연구결과를 

발표하였다10.  

하지만 발표된 후향적 임상연구들은 실험군과 대조군의 동일한 환경조건을 

전제하기 어려운 한계점이 있기에 본 저자는 보다 동일한 조건 하에서 자외선 조사 

임플란트가 상악동 골이식을 동반하여 식립된 임플란트의 고정성 및 안정성에 미치는 

효과에 대한 동물실험 연구 진행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저자가 확인한 바에 의하면 상악동 내에 골이식과 함께 자외선 임플란트를 

식립하여 자외선이 임플란트 안정성 및 골융합에 미치는 효과를 연구한 동물실험은 

발표된 것이 없었다. 본 연구에서는 동일 성견에서 실험군과 대조군을 설정하여 

상악동 골이식과 동시에 임플란트를 식립한 수술에서 자외선 조사가 임플란트의 

고정력과 골융합에 미치는 효과를 평가하고자 실험을 진행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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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 연구재료 및 방법 

 

1. 실험동물 

성견 5마리(10-15kg)를 암수 구별 없이 선택하여 실험을 진행하였다. 모든 

실험견은 동일한 조건하에서 사육하였고 건강상태는 모두 양호하였다. 실험을 

진행하기 전 연세대학교 원주 의과대학 동물실험 윤리위원회의 사전심사를 

통과하였으며 윤리 위원회의 승인 하에 모든 실험이 진행되었다. 모든 실험은 

Xylazine hydrochloride(럼푼®, 바이엘, 서울, 한국) 2mg/Kg를 실험견의 둔부에 

근주하여 진정 하에 시행하였다. 진정마취 후 시행된 모든 구강 내 술식은 술전에 

생리식염수와 포타딘 용액으로 세척한 후 수술부위의 출혈방지와 동통억제를 위해 

1:100,000 Epinephrine이 함유된 2% Lidocaine(대한 염산리도카인Ⓡ, 대한약품, 서울, 

한국)으로 수술 부위 점막에 부분 마취 하에 시행하였다. 

 

 

 

 

 

 

그림 1. 시술 전 성견의 상악 구치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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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상악동 거상 실험을 위한 모델 제작 

상악동 골이식 실험에 적합한 모델을 형성하기 위해 실험견의 양측 상악 소구치와 

대구치(그림1)를 모두 발거하였다. 치아 발거 후 불규칙한 치조골을 외과용 버로 

제거하면서 치조정 골면을 평탄하게 만들었다. 또한 상악동 외벽 외측방까지 내려와 

상악동을 넓게 감싸고 있는 관골을 삭제하여 본 실험 시 상악동으로의 접근을 

용이하게 하였다. 그 후 점막 골막 피판을 제자리로 위치시키고 4-0 vicryl을 

이용하여 단순단속 봉합을 시행하였다. 시술 후 감염을 예방하고 통증을 조절하기 

위해 3일간 항생제와 진통제를 주사하였으며 1달간의 치유기간을 가졌다.(그림2) 

 

 

그림 2. 상악동 거상 실험을 위한 모델 제작 1달 후 치유된 모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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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상악동 내 골이식 및 임플란트의 식립  

실험견에 진정 마취와 국소마취를 시행한 후, 상악구치부 치조제 상방 점막 

에 절개를 시행하였고, 상악 제1소구치부터 제2대구치까지 상악동 외측 

피질골판에 피판을 형성하였다. 외측 골벽은 fissure bur를 이용하여 

Schneiderian 점막이 노출될 때까지 약 1 X 1cm2 크기로 조심스럽게 삭제하였 

으며, 점막이 천공되지 않도록 점막 바닥에서 내측벽을 향해 조심스럽게 점막 

을 거상하였다. 상악 구치부 치조제의 수직적 골흡수 양상을 구현하기 위하여 

캘리퍼를 이용하여 상악동저의 높이를 측정하여 상악동저 잔존골 두께가 2 mm 

되도록 외과용 round bur로 상악동저의 골삭제를 시행하였다.(그림3) 식립 

직전 자외선 조사용 임플란트에 자외선 처리를 광조사기계(UV generator, DIO 

Implant Co)로 5분간 시행하였고, 자외선 조사 임플란트의 표면 물성 변화를 

확인하기 위하여 생리 식염수로 증가된 친수성을 확인하였다.(그림4) 거상된 

점막 하방의 치조정에 5mm정도의 절개를 시행한 후 한쪽은  자외선 조사하지 

않은 임플란트(Diameter;5.0mm, Length;10mm, UFII, DIO Implant Co , 부산, 

한국)를 반대측은 자외선 조사 처리된 임플란트를 각각 상악동 내로 

합성골(Genesis BCP®)의 이식과 함께 식립하였고, 이때 거상된 점막이 

drilling에 의해 손상되지 않도록 주의를 하였으며, 식립 된 임플란트는 모두 

초기고정을 이루었다.(그림 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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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 동일한 조건의 상악동 골이식을 위한 모델 제작 과정. 

(A) 상악동 점막의 거상 (B) 2mm 잔존골 높이의 상악동 하벽의 형성 

 

그림 4. 자외선 조사 임플란트의 표면변화. 

(A) UV generator(DIO Implant Co) (B) 자외선 조사 후 증가된 친수성의 확인 

(A)                                  (B)                 

(A)                                  (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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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 거상된 상악동 내로 주입된 골이식 재료. 

(A) 임상 사진    (B) 치근단 방사선사진 

 

 

그림 6. 수술 후 안정적인 치유 및 고정력을 보이는 모습. 

(A)        

(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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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수술 후 관리 

수술 후 Chlorhexidine(헥사메딘액0.12%Ⓡ , 부광약품, 서울, 한국)용액으로 매일 

한 번씩 7일간 수술부위를 세정하였고, 감염 방지를 위해 항생제(Gentamicin, 

동광겐타마이신주Ⓡ , 동광제약, 서울, 한국) 3mg/Kg를 수술 후 3일째까지 근주하였다. 

봉합사는 실험 1주일 후 제거되었으며, 영양관리를 위해 유동식 사료를 3개월간 

공급하였다. 

 

5. 임플란트 고정 강도의 측정 

진정 마취 하에 식립일을 포함하여 AnyCheck®(Neobiotech, Korea)를 이용하여 

임플란트의 고정강도(IST:implant stability test)를 12주간 매주 측정하였다.(그림7) 

 

 

그림 7. AnyCheck®를 이용한 임플란트의 고정강도(IST:implant stability test) 측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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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조직 표본 채취 및 조직 슬라이드 제작 

모든 실험견은 임플란트 식립일을 기준으로 12주후, potassium chloride 

3g/20㎖(중외염화칼륨주사액Ⓡ, 중외제약, 서울, 한국)를 경정맥에 주입하여 희생시켜 

상악동 내 식립된 임플란트와 그 주변 골조직을 채취하였다. 채취한 시편은 10% 중성 

포르말린으로 고정하였고 methylmetacrylate resin에 포매(embedding)하였다. 시편은 

high-precision diamond disc(Low speed diamond wheel saw 650, SBT, Sanclement, CA, 

USA)를 사용하여 임플란트 정중부를 기준으로 협-구개측으로 30μm 두께로 

연마하였으며 Goldener’s trichome 염색을 시행하였다. 

 

7. 결과 분석 

(1) 조직형태학적 계측 

Image Analysis System(IBASⓇ , Kontron, Germany)을 이용한 형태계측학적 연구는 

임플란트 주변의 골 접촉률(BIC:Bone Implant Contact)을 측정하기 위해 시행되었다. 

Implant 표면과 형성된 신생골이 접촉한 면, 즉 임플란트가 신생골과 

골유착(osseointegration)을 이룬 골 접촉률을 측정 하였으며 골접촉률은 임플란트와 

골유착을 이룬 신생골의 거리를 측정하여 100분율로 나타내었다. 

 

(2) 통계학적 분석 

자외선 조사 임플란트 군(UV군)과 자외선 조사하지 않은 임플란트 군(N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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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V군)의 골접촉률과 고정강도(IST) 두 항목에 대하여 Wilcoxon Signed-Rank Test 

분석을 진행하였으며, 통계프로그램은 IBM SPSS Statistics 23을 사용하였다. UV군의 

골접촉률에 대한 평균과 표준 편차를 산출하였고, 12주간의 IST 수치의 평균과 

표준편차를 구하여 두 군간의 통계적 유의성을 확인하였다. 유의수준은 0.05 

미만으로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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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I. 연구 결과 

 

1. 임상적 결과 

외과적 술식 후 모든 성견은 빠르게 회복되었으며, 체중감소와 감염 등의 

이상소견은 관찰되지 않았다. 골이식 재료가 주입된 상악동과 상악동 주변은 어떤 

합병증도 관찰되지 않았으며 정상적으로 치유되었다. 채취한 시편을 육안으로 확인한 

결과 상악동 점막의 천공은 관찰되지 않았으며, 상악동 점막을 거상하기 위해 

형성했던 골창(bony window)은 결체조직에 의해 채워져 있었다. 모든 개체의 상악동 

내부는 염증소견을 보이지 않고 깨끗하였으며, 실험시 주입한 골이식제 혼합물의 

모양 역시 양호하게 유지되고 있었다. 식립한 임플란트는 골성물질에 의해 잘 

덮여있었다.(그림8) 

고정강도 측정을 통한 임플란트 안정성 검사에서 자외선 조사 임플란트 군의 

고정강도는 자외선 조사하지 않은 임플란트 군에 비하여 전반적으로 다소 낮은 

수치의 IST값이 측정되었다. 자외선 조사 임플란트군은 56.50±8.23, 조사하지 않은 

임플란트 군은 59.83±7.81의 IST 평균값이 산출되었으며, 두 집단간의 통계학적 

유의성은 없었다 (표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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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8. 채취한 상악동 시편. 

 

2. 조직형태학적 결과 

광학현미경적 검사에서 특정 군의 특이할 만한 임플란트 주변 골형성의 우위를 

확인할 수 없었다. 두 군 모두 상악동 중앙부에 비해 바닥에 더 많은 골 형성량이 

확인되었다. UV군의 골접촉률은 47.15%±5.26의 평균값을 보이며, Non-UV군은 

48.93%±1.96의 평균값을 보였으며 (그림9), 두 군간의 통계학적 유의성은 없었다 

(표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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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9. 제1 실험견의 조직 슬라이드 사진. 

(A) 자외선 조사 하지 않은 임플란트       (B) (A)의 고배율 사진 (x20) 

(C) 자외선 조사 임플란트                 (D) (C)의 고배율 사진 (x20) 

 

 

 

(A)                                                      (B)                

(C)                                                      (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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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임플란트 고정강도                            

 UV Non-UV P-value 

IST (Mean±SD) 56.50±8.23 59.83±7.81 0.064 

 

표 2. 골접촉율(Bone Implant Contact) 

 UV Non-UV P-value 

BIC% (Mean±SD) 47.15±5.26 48.93±1.96 0.6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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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V. 고찰 

 

본 연구에서 자외선 조사 임플란트 실험군은 기존의 연구들과는 달리 골융합의 

임상적 지표인 고정강도와 조직계측학적 지표인 골접촉률 두 항목에서 모두 자외선 

조사하지 않은 임플란트 대조군에 비하여 뚜렷한 우위를 나타내지 않았다. 먼저 각 

군의 조직 슬라이드 사진을 비교해보면 전형적인 상악동 거상술과 합성골 이식을 

동반한 양상을 관찰할 수 있으며 자외선 조사 임플란트의 우월한 골융합속도를 

발표했던 기존 연구들4-9과는 달리 자외선 조사 임플란트 주변에 주목할 만한 신생골 

형성은 확인되지 않았다. 협측 고배율 조직 슬라이드에서는 오히려 자외선 조사 하지 

않은 임플란트 주변의 신생골 형성과 임플란트의 골접촉률이 더 우세한 부분도 

확인되었으며 두 군의 골접촉률 평균값도 자외선 조사 하지 않은 임플란트 군이 다소 

높았고 두 군간의 통계학적 유의성은 확인되지 않았다.  

두 군 간의 고정강도도 기존의 연구결과들과 상이하였다. 자외선 조사 임플란트 

군의 고정강도는 자외선 조사하지 않은 임플란트 군에 비하여 전반적으로 다소 낮은 

수치의 평균값을 보였고, 이는 자외선 조사 임플란트가 빠른 초기 안정성을 

확보한다는 기존 연구들4-9과는 반대되는 결과이다.  

상악동 거상술을 동반한 임플란트 식립에서 자외선 임플란트의 효과를 연구한 

논문들이 이전에 여러 편 발표되었다10-12. 이들의 연구들을 검토해 보면, Hirota등11은 

낮은 골질의 환경, 골이식, 즉시 식립 상악동 거상술을 동반한 증례에서 자외선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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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플란트군의 빠른 안정성 확보를 주장하였다. 하지만 이들 증례들은 이차 수술을 

동반하여 진행되었으며 치유기간이 3개월에서 8개월 사이로 일정하지 않아 실험군과 

대조군이 동등한 조건에서 진행된 연구라고 할 수 없다. Kitajima등12의 연구도 

상악동 골이식을 포함한 임플란트 식립 증례들을 연구하여 자외선 조사 임플란트가 

빠른 안정성을 확보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대조군이 없는 연구여서 연구결과의 

신뢰도가 높다고 할 수 없다. Funato등10은 임상증례에서 자외선 조사 임플란트 군이 

하중 부하 시기를 일반 임플란트 군에 비해 3.3개월 앞당겼다고 발표하였으나 후향적 

연구들의 특성상 임플란트 식립 환경을 동일하게 구성하기 어려우며 여러 증례들이 

혼합된 통계결과를 제시하여 상악동 거상술을 동반한 자외선 조사 임플란트 식립이 

자외선 조사 하지 않은 임플란트에 비해 임상적으로 뛰어난 결과를 얻을 수 있다고 

일반화할 수 없다. 

Aita4등은 동물실험을 통하여 임플란트 식립 후 4주 때 자외선 조사한 

임플란트가 98% 이상의 골접촉률을 보였다고 발표하였다. Park등13과 Pyo등14도 

동물실험을 통하여 대조군에 비하여 월등한 자외선 조사 임플란트의 골 접촉률을 

확인하였다. 하지만 Mehl등15은 이들의 실험이 작은 직경의 임플란트와 피질골 구성이 

많은 동물의 정강뼈 모델을 이용한 실험이며 골접촉률 평가에 있어서 제한적이라고 

평가하였으며, 미니 돼지를 이용한 동물 실험을 통하여 자외선 조사 임플란트 군과 

자외선 조사 하지 않은 대조군 간의 임상적 조직계측학적 차이가 없었음을 

보고하였다. 이 결과는 본 연구와 동일한 결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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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에서 관찰된 자외선 조사 임플란트의 골융합 가속의 부재 원인은 

골형성이 골아세포의 이동 혹은 단백질의 흡착 외 수많은 요소에 의하여 영향을 받기 

때문인 것으로 여겨진다. Ogawa등은 자외선 조사 임플란트 표면의 신생골 형성 및 

빠른 골융합의 원리는 임플란트 표면의 전기 화학적 변화로 인한 빠른 혈장 단백질의 

흡착, 골아세포의 이주, 증식에서 시작된다고 주장한다4-7. 그러나 임플란트 식립 

직후 골유착으로 진행되는 과정은 정교하고 순차적이며 복잡하다. 티타늄 표면에 

혈장 단백질이 흡착되고, 흡착된 단백질과 흡착되지 못한 단백질에 의하여 보체 

시스템의 가동을 비롯한 면역반응이 일어난다16,17. 면역반응으로 인하여 응집된 

단핵구로부터 대식세포가 분화되고 임플란트 표면을 이물질로 인식하게 되며 

미분화된 간엽세포들로부터 골아세포, 파골세포가 분화되어 임플란트 표면 주변의 

가골구조의 형성 및 성숙골을 형성하여 생체에 삽입된 티타늄 표면에 대한 생체의 

이물반응을 완성하게 된다16. 또 치과 임플란트 표면에 대한 인비트로 연구는 

90%이상이 골아세포에 대한 연구로 편중되어 있어 임플란트 주변의 골형성에 

필수적인 역할을 하는 면역 세포에 대한 중요성이 부각되지 않았다18. Miron등19과 

Takebe등20의 연구에 의하면 인비트로 배양환경에서 대식세포 제거 시 골아세포의 

골형성 능력이 23배 감소하며, 티타늄 표면에 흡착한 대식 세포의 골형성, 골유도 

싸이토카인 분비가 이식체 표면 골형성에서 중추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고 보고 

하였다. 이와 같이 골융합은 수 많은 요소들이 관여하여 연쇄적인 반응에 의해 

이루어지는 과정이며 특정 단백질의 상승된 흡착력, 골아세포의 향상된 임플란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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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면과의 친화력을 임플란트 표면의 자외선 처리로 인한 골융합의 가속화와 동일시할 

수는 없다고 사료된다. 

Iwasa등21도 임플란트 표면의 물리화학적 변화로 인한 세포 형태의 변화, 

단백질의 향상된 흡착력은 생물학적 활성의 증가를 의미하지 않는다고 제시하였다. 

임플란트 표면의 자외선 조사로 인한 변화와 골형성 메커니즘의 연관성은 향후 더 

많은 연구가 필요한 부분이라고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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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 결론 

 

성견을 이용한 동물실험의 연구결과에 의하면 상악동 골이식술을 동반하여 

식립한 자외선 조사 임플란트와 조사하지 않은 임플란트는 임플란트의 고정성 및 

골융합에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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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Effect of photo-functionalization  

on stability and osseointegration of implants  

placed into grafted sinus  

 

Hyun Woo Yang, D.D.S. 

Department of Medicine 

The Graduate school, Yonsei University 

(Directed by Prof. Byung Ho Choi, D.D.S., M.S.D., Ph.D.) 

 

Purpose: Ultraviolet (UV)-light treatment of dental titanium implants is well 

known for accelerating osseointegration, However, only few studies have been 

conducted on UV photo-functionalization effect on stability and osseointegration 

of dental implants placed into grafted sinus. The aim of this study was to 

evaluate whether UV treated dental implants accelerate osseointegration and 

increase stability in canine maxillary sinus model.  

Materials & methods: In 5 beagle dogs, bilateral edentulous alveolar ridges were 

created in the maxilla. After 1 month of healing period, an UV treated impla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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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as placed with laterally approached maxillary sinus bone graft on one side, 

whereas an untreated implant on the other side. IST(Implant stability test) 

values of every implant were recorded every week including the day of surgery. 

After 12 weeks, the bone formation around the implants and bone implant contact 

were evaluated with histometric analysis. 

Results: The UV treated implants showed the mean bone implant contact ratio of 

47.15%±5.26 and IST value of 56.50±8.23, whereas the untreated implants showed 

the mean bone implant contact ratio of 48.93%±1.96 and IST values of 59.83±7.81. 

The differences in the implant stability and osseointegration were not 

statistically different between the groups.   

Conclusion: These results indicate that UV-treated implants have no significant 

effect on stability and osseointegration of the implants placed into grafted 

sin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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