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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분무치악 및 단일치아 즉시부하법에서
시기에 따른 고정도변화
가브리엘치과
김창욱

I. 서론

또한 임프란트 표면처리도 임프란트 고정성에 중요
한 역할을 한다. rough surface 임프란트는 machined

임프란트의 조기부하법에 대한 보고는 일찍부터 있

surface보다 골과 임프란트의 접촉이 현저히 높고, 치

어왔다18,29). 최근에 즉시/조기식립 임프란트에 대한

유기간 동안 빠른 골접촉이 되므로 이차적인 안정성

연구들이 활발해지면서 하악전치부 결손부에 즉시/

이 증가되는 것으로 알려져있다34). 부분 무치악에서

조기부하 임프란트를 하게 되었고2), 하악전치부 over

즉시/조기부하 연구는 많지 않은데,그중에 Glauser14)

denture에도 즉시/조기부하 식립이 보고 되었다7).

들의 일련의 연구와 Nedir23) 등과 Bischof3) 들의 보고

또한 상하악 전치부에 단일치아회복이나 부분 무치

가 있는데, 그 내용을 보면 임프란트 조기부하시 시기

악부위에 즉시/조기 식립을 시도하였고8), 심지어는

에 따른 고정도 변화는 Glauser14) 들에 따르면 초기

흡연자나 이갈이 환자를 제외한 상하악 완전 무치악

수개월내에 감소하게 되며, 이러한 감소는 조기부하

에도 즉시/조기부하 식립을 하게 되었다30). 그러나 구

시 임프란트 실패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하였다고,

치부의 부분무치악이나 단일치아 결손 부위의 즉시/

Bischof등은 조기부하와 지연부하를 가해 임프란트

조기 시술은 많지 않는데 이는 해부학적인 문제, 불량

를 식립 하였을 때, 치유기간동안 큰 차이가 없었다고

한 골질, 생역학적으로 교합력이 많이 작용하며, 굽힘

하였다.

모멘트가 크게 작용하여 즉시/조기 부하를 주어 식립

본 연구의 목적은 부분무치악 또는 단일치 결손 증례

하기에는 많은 문제점이 있기 때문이다.

에서 즉시/조기부하시 거친표면의 tapered designed

이처럼 조기부하가 성공하기 위해서는 식립시에 안
정성과 그에따른 골유착이 중요한 문제인데, 안정성

implant를 사용할 때, 치유기간에 따른 고정도의 변화
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 가를 알아 보는데 있다.

은 다시 초기 안정성과 이차 안정성으로 나눌 수 있는

II. 재료 및 방법

데 그중에서 초기안정성은 골유착에 필수적이므로4)
초기안정성을 보고 골유착을 예측할 수 있다19).
초기고정은 골질, 수술기법, 임프란트디자인에 크게

1) 연구재료

영향을 받는다고 하였다14). 그중에 임프란트 디자인
이 초기고정에 큰 영향을 주는데 O'Sullivan20) 들은 인

본 연구는 2004년 10월부터 2005년 9월까지 가톨

간 사체에 실험한 결과 tapered 디자인이 초기고정도

릭대학교 보철과 임프란트 클리닉에 내원한 환자중,

가 좋다고 하였고, Glauser12)역시 tapered 임프란트

임프란트 식립시 즉시/조기부하가 가능하다고 판단

(브레네막시스템Ⅳ)가 non-tapered(브레네막시스

된 10명을 대상으로 실험하였는데, 환자의 선택기준

템 Ⅱ＆Ⅲ)보다 초기고정도가 높다고 하였다.

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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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조골이 10mm이상 존재하며, 8mm임프란트 식립

(3) 외과적수술

이 가능한 높이와 골량이 충분히 존재하는 전신 및 국

통법에 따라 절개와 드릴링을 한후, self-taping으로

소질환이 없는 환자를 선택하였다. 실험환자 10명중

임프란트를 식립 하였으며, 골질이 좋지 않은 상악구

에 남자 3명, 여자 7명이었으며, 상악에 26개 하악에

치부 에서는 osteotome을 사용한후 self-taping을

18개를 심었고, 상하악 전치부는 4개 상하악 구치부

이용하여 식립하였다. 즉시/조기부하의 가이드라인은

는 40개를 식립하였고, 그 중에 단일치아 식립은 8개,

식립후 insertion torque가 20Ncm이상이고, 공명주

나머지는 부분무치악에 식립하였다.

파수분석(RFA)한 임프란트안정지수(ISQ) 45이상

Table 1. The classification of implant placement

으로 정하여, 위의 수치 이상인 경우를 실험 대상으로
하였다.

Male

3 Max 26 Ant

4 Single tooth 8

Female 7 Man 18 Post 40

Partial
36
edentulos

(4) 보철과정
즉시/조기 식립한 후 인상을 채득하고, short span은

2) 연구방법

당일에, long span은 2주 이내에 임시보철물을 장착
해 주었고, 중심위 교합에서는 교합이 되게하고, 편심

(1) 술전 치료계획
임상검사와 치근단촬영과 파노라마 그리고 필요한
경우 CT를 촬영하였다.

위 교합에서는 교합이 되지않게 교합조정을 하였다.
(5)공명주파수분석(RFA)
즉시/조기부하를 가한 직후 2, 4, 6, 8, 10, 12주 그리

(2) 임프란트 선택
44개 모두 테이퍼드 디자인에 rough surface를 가진
임프란트를 사용했는데, 그 중에 41개는 Replace
select(Nobel Biocare co.,Sweden)를 사용하였고, 3
개는 Tapered screw vent(Zimmer co.,USA)를 사
용하였다. Implant length는 short implant(8,10mm)
12개를 식립하였고, long implant(13,16mm)는 32개
를 식립하였다. Implant diameter는 narrow
size(4.3mm) 12개, regular size(5.0mm) 9개, wide

고 1년으로 나누어 Ostell(Integration Diagnostic
Ltd, Sweden)을 이용하여 측정하였는데, 임프란트
상단에 작은 L자형 변환기를 screw로 조인 후 부착
하여 측정된 주파수가 액정화면에 표시되는 임프란트
안정지수(Implant Stability Quotient)로 나타나는 수
치를 사용하였다. 변환기의 위치는 일정하게 임프란
트 장축에 수직방향으로 고정했으며, 오차를 줄이기
위해 같은 방향에서 3회씩 측정하였다(Fig. 1,2).

size(6.0mm)는 23개를 식립하였다.
Table 2. Implant length

Table 3. Implant diameter

sample size

sample size
Short

12

Narrow

12

Long

32

Regular

9

Wide

23

short : 8, 10 ㎜
long : 13, 16 ㎜

Narrow : 4.3 ㎜
Regular : 5.0 ㎜
Wide : 6.0 ㎜

Fig. 1.

Fig. 2.

3) 통계처리
가톨릭대학교 통계학 교실에 의뢰하였고, 분석방법은
반복측정분석(Repeated measures ANOVA)을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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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가 실패하였고 그중 2개는 외과적인 수술기법에

III. 결 과

문제가 있었고, 나머지 1개는 임시보철물 장착 후에
1) 임프란트 성공률

과부하가 걸려 파절이 발생해서 실패해, 임프란트 성

총 44개의 식립된 임프란트중(상악 26개,하악 18개)

공률은 93.18%였다.

Table 4. ISQ potential change -every weeks mean

Mean value

Min.value

Max. value

baseline

65.77 ± 7.84

48.00

82.00

week2

64.57 ± 8.50

48.00

81.00

week4

63.98 ± 9.01

45.00

82.00

week6

65.16 ± 8.52

47.00

83.00

week8

66.36 ± 8.33

50.00

83.00

week10

65.61 ± 9.04

46.00

83.00

week12

66.20 ± 8.96

46.00

83.00

year1

67.00 ± 8.00

50.00

83.00

Table 5. Statistical difference of initial ISQ & final ISQ

Smaple size(n)

ISQi

ISQf

44

65.77± 7.84

67.0± 8.60

All Implant

Statistical significance
Between time
P=0.0125

2)공명주파수분석(RFA)
각 주간 공명주파수 측정값은 다음과 같다.
초기측정값은 65.77±7.84로 비교적 안정된 수치를
나타냈다. 2주,4주,6주 까지는 초기측정값보다 낮은
수치를 나타냈지만, 통계적인 유의성은 없었다(Fig. 8).
8주 이후부터 측정값은 증가되는 경향이 있으나, 12
Fig. 3. ISQ value change in Immediate/Early loading
period Statistical

significant between baseline

주까지 통계적인 유의성은 없었으며, 1년 후 측정값
은 67.0±8.60으로 초기측정값과 비교했을 때 통계적
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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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적인 주(week)에 대한 효과는 유의하지만 base

tapered(브레네막시스템 Ⅱ＆Ⅲ)보다 RFA값이 높다

line을 기준으로 각 주를 비교했을 때, 유의한 차이가

고 하였다. 이를 근거로 straight 임프란트 보다는

나지 않았다.

tapered 임프란트가 훨씬 좋은 초기고정도를 보임을
알 수 있었다.

IV. 고 찰

저 자 의 경 우 도 tapered 디 자 인 된 Replace
select(Nobel Biocare co.,Sweden)와 Tapered

최근의 임프란트의 치료법은 치료기간을 단축하고,

screw vent(Zimmer co.,USA)를 사용하여 초기고정

심미성을 증진하는 즉시/조기부하개념으로 발전되고

도를 측정한 결과 위와 같은 결론을 얻을 수 있었다.

있 는 추 세 인 데 , 즉 시 /조 기 부 하 는 Barzilay와

또 다른 영향을 주는 요소로 임프란트 표면처리가 있

17)

Lazzarra 에 의해 처음 시도 되었으며, 2002년 스페

는데, machined surface보다 rough surface가 조기

인 바르셀로나에서 conference가 개최 되어 즉시/조

에 골과 implant사이의 유착을 잘 되게 하여, 2차 고

1)

기부하 개념을 더욱 정확히 하게 되었는데 즉시부하

정도를 좋게 한다고 하였는데31), 저자의 경우도 이번

는 임프란트를 식립한 날에 보철물이 장착되는 것을

실험에 초기 골유착을 촉진하고 광질화를 촉진시키

말하며, 조기부하는 통상적인 치유기간인 3-6개월

는33), annodizing oxidation(양극산화법)을 이용한

보다 빨리 보철물이 장착 되는 것이고, 지연부하는 식

Replace select(Ti-unite)와 Ha의 골에 대한 생화학

립 후 상악 6개월, 하악 3개월의 치유기간이 지난 후

적 접착이나 결합이 임프란트의 골에 대한 유착을 증

에 보철물이 장착되는 것이라 정의 하였고, 2003년에

가시켜 주어, 초기고정력을 매우 좋게 하는31) 표면처

ITI conference에서는 즉시부하는 48시간 이내에 보

리 방법인 Ha-coating을 이용한 Tapered screw

철을 장착하고, 조기부하는 2일-12주 사이에 부하를

vent를 이번 실험에 사용한 결과 ISQ값이 감소하지

가하는 것으로 정의하였다.

않고 계속적으로 증가해 즉시/조기부하를 주는 임프

즉시/조기부하가 성공 하기 위해서는 임프란트의 초

란트 치료에 적합하다고 생각된다.

기고정이 가장 중요한 요소로서 골질, 수술기법, 임프

조기/즉시 식립후에 임프란트의 안정도를 정확히 알

14)

란트 디자인에 크게 영향을 받는다고 하였는데 , 첫

수 있는 방법이 필요한데 측정방법으로 방사선측정,

째 약한 골질을 갖는 부위는 실패할 확률이 높다고 하

insertion torque, reverse torque, percussion test,

16)

였고 , 골질이 좋은 곳에 즉시 식립한 임프란트의

periotest, RFA등이 있지만 그중에서 RFA가 가장 정

RFA는 식립 직후의 값이 3-4개월 치유기간 후와 같

확도가 높은 방법으로서 공명주파수분석법(RFA)은

10)

을 정도로 우수한 초기고정을 보인다고 하였으며 ,

공명을 이용하는 것으로 골의 stiffness와effective

둘째 gentle 한 수술이 필요한데, 100um이상의 동요

marginal length에 의해 영향을 받는데, 이것을 상용

6)

도는 초기고정을 위협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므로

화한 Ostell(Intregration Diagnostics LTD, Sweden)

수술시에 과열(47도 1분)이 되지 않도록 충분한 주

은 변환기가 유발하는 공진주파수(RF)를 측정하고

유와 drill의 속도와 힘 조절이 필요하며, 드릴의 직경

분석결과를 간략화한 단위인 임프란트안정성 지수

을 줄이며, self-tapping implant를 사용하는 것이 좋

(ISQ)를 얻어서 임프란트의 안정도와 골유착을 측정

은 방법이고, 셋째로 임프란트 디자인문제로

하는 것으로35), 골과 금속간의 접촉율, 골밀도, 골의

O'Sullivan들은25) 인간 사체에 실험한 결과 tapered

노출정도에 따라 공명주파수가 달라지는데, 공명이

12)

디자인이 초기고정도가 좋다고 하였고, Glauser등은

높을수록 골밀도가 좋고 골과 금속사이의 접촉이 견

tapered 임프란트(브레네막시스템Ⅳ)가 non-

고함을 나타내 식립상태가 좋은 임프란트임을 의미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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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고 하는데, Saadoun28)과 Sennerby와 Meredith20)
등은 공명주파수분석법을 이용해 즉시부하를 가할수
있는 수치를 제시 하였는데,이를 바탕으로 본 논문은
공명주파수분석법을 통해 시기에 따른 고정도 변화를
관찰 하였다.
Glauser14)는 ISQ가 68일 경우 즉시/조기 부하를 주
기에 적합하다고 하였고, 식립 후 3달 동안은 ISQ가

Fig. 4.

Fig. 5.

감소하다가, 6개월 이후부터 12개월 까지 계속적으

시기별에 따른 식립초기와 최종보철 장착후의 ISQ

로 증가 한다고 하였으며, 성공한 임프란트는 즉시/조

value차이를 보면 모든 임프란트의 initial stability는

기 부하를 가한 후 3개월까지 ISQ가 감소하다가 6개

65.77 ± 7.84이고, final stability는 67.0 ± 8.60 로

월부터 지속적으로 증가하며, 실패한 임프란트는 조

서, 즉시/조기부하를 가한 후 initial stability보다 final

기부하를 가한후 한달이 지나면 이미 감소하기 시작

stability가 점점 높게 나왔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점차

하여 결국 실패에 이른다고 하였다.

골화가 진행되어 주위골이 calcification되었기 때문

Bischof3) 등은 one stage implant를 사용하여 식립한

이라고 생각이 되며, Heo와 Meredith22) 는 식립된 임

후, 즉시부하와 지연부하를 비교 분석했을 때, 성공한

프란트가 시간이 지나면서 ISQ value가 높아지는 이

증례에서 RFA값의 차이가 없었다고 하였는데, 이는

유는 임프란트 주위를 둘러싸고 있는 뼈들이 점차적

초기고정이 잘되면, 즉시부하를 주어도 지연부하 못

으로 Osseo-intergration이 되기 때문이라고 하였다.

지않는 성공률을 보인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Glauser14) 에 의하면 식립 후 3달까지 ISQ value가

저자의 연구에서는 이와같은 사실들을 근거로 해서,

감소하다 점차적으로 증가한다고 하였는데, 그 이유

테이퍼드디자인된 거친 표면을 가진 임프란트를 이용

는 임프란트 주위의 물성과 bone-implant interface

해서 상하악의 부분무치악 이나 단일치아에 즉시/조

가 변화하기 때문으로, 첫째 tapered임프란트는 식립

기부하를 가한 후 공명주파수분석법(RFA)을 이용해

이 되면서 주위골에 lateral compression을 가해 식립

임프란트안정지수(ISQ)를 2,4,6,8,10,12주 그리고 1

된 임프란트와 골사이에 stress가 증가되므로 ISQ

년으로 나누어 측정한 후, 식립초기와 최종보철 장착

value가 감소된다고 하였고, 둘째는 부하로 인해 주위

후의 ISQ value차이를 알아보았다.

골이 microfracture되어 ISQ value가 감소되며, 셋째

즉시/조기부하 가이드라인으로 식립 후 Insertion

는 술후 healing process로 뼈가 흡수되면서 stiffness

Torque가 20Ncm 이상이고 공명주파수분석(RFA)

가 떨어져 ISQ value가 감소되기 때문인데, Br°
anemark5)

한 임프란트안정지수(ISQ) 45이상으로 정하였고, 10

은 괴사된 골의 remodeling phase로서 그 후에 neo-

명의 환자에게 44개의 임프란트를 식립하였고 그중

apposition phase가 와서 ISQ value가 점차적으로 증

3개가 실패하였는데, 2개는 하악 구치부에 식립시

가한다고 설명하였다.

taping이 부족해 임프란트가 덜 식립이 되어 peri-

본 연구에서는 Glauser14) 와 달리 ISQ value가 감소

implantitis가 생겨 실패 하였으며,나머지 1개는 임시

하지 않고 안정적으로 나타났는데, 그 이유는 첫째 임

보철물에 과부하가 걸려 파절이 발생하여 실패해

프란트 디자인에 관한 것으로, straight한 임프란트를

93.18%의 성공률을 보였다(Fig. 4,5).

사용하지 않고, tapered implant를 사용해 좋은 초기
고정도를 얻을수 있었고,둘째는 임프란트 표면처리
때문인데 machined surface를 사용하지 않고 roug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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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rface를 사용 했기 때문에, 조기에 골과 임프란트

anemark, P.-I., Zarb, G.A. &Albrektsson, T.,
5. Br°

사이의 유착이 잘 일어나 2nd. stability가 증대된 결과라

eds. Tissue integrated prostheses: osseointe

고 생각이 된다.

gration in clinical dentistry, 1985;I-343. Chicago

요즘은 즉시/조기 부하를 가하는 치료가 주를 이루고

:Quintessence.

있는데, 주로 골질이 좋은 상하악 전치부나 부분무치

6. Brunski JB. Avoid pitfalls of overloading and

악에 많이 사용되지만, 골질이 좋지않은 구치부의 단

micromotion of intraosseous implants. Dental

일이나 부분무치악에는 조심스러운 접근이 필요하다

implantlogy Update 1993;4:77.

고 생각된다. 그렇지만 확실한 기준을 제공하는 공명

7. Chiapasco, M., Abati, S., Romeo, E. & Vogel, G

주파수분석을 이용한 ISQ값을 사용해 골질이 좋지 않

Implant-retained mandibular overdentures with

은 구치부에 거친표면을 가진 tapered 임프란트를 식

Br°
anemark System MKⅡ implants : A prospective

립하면 성공적인 즉시/조기 부하가 가능하다는 생각

comparative study between delayed and

이 든다.

immediate loading. International Journal of Oral end
Maxillofacial Implants 2001;16:537-5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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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Periodic implant stability change in immediate or early loading method
of single or partial edentulous cases
Chang-Uk Kim
GRADUATE SCHOOL OF CLINICAL DENTAL SCIENCE
THE CATHOLIC UNIVERSITY OF KOREA
SEOUL, KOREA

Purpose :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valuate the immediate or early loading on partial or single implant cases with
RFA measurements.

Materials & Methods : forty-four tapered designed implants(41 replace select�, 3 Tapered screw vent� implants) were
placed in 10 patients of partial or single cases for immediate or early loading in all jaw lesions. The guidelines for early
or immediate loading were the peak insertion torque more 20Nm during implant insertion and RFA ISQ values than 45
immediate after implant insertion. Apart from clinical and radiographic examinations, the patients were followed with
RFA at placement, measured again every 2weeks until 12weeks and measured at 12 months. Statistical analyses were
carried out to study the possible differences between the time of implant placement.

Results : Three implants failed. Two of them seemed to be failed because of surgical technique mistake and one was a
prosthesis of overloading due to provisional prosthesis fracture. RFA values were pretty stable during all periods. But
there seemed to be significant between initial v.s. final RFA values.

Conclusion : Within the limitations of this study, tapered implants with high initial stability can be used as immediate
and early loading on various jaw regions.

Keywords : RFA, ISQ, Immediate/Early loading, initial stability, tapered implan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