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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치 부분 결손 환자에서 테이퍼 형태의 국산

임플란트(OSSTEM GS III)의 즉시하중 성공률에

대한 지연하중군과의 비교 임상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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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민정1*․김영균2․여인성3․이양진1

구치부 부분 결손 환자에서 즉시하중군과 지연하중군의 임상적 성공률을 측정하기 위한 전향적 연구가 계획되

었다. 즉시하중군에서는 17명의 환자에 42개의 GSIII 임플란트(Osstem, Korea)를 식립하고 48시간 안에 하중을 가

하였다. 대조군인 지연하중군에서는 15명의 환자에 27개의 GSIII 임플란트를 식립하고 평균 2.6±1.7개월 후에 하

중을 가하였다. 하중 전 1차안정성을 ISQ로 측정하였고 임상증상, 동요도, 연조직 반응을 식립 직후, 3개월 후,

6개월 후, 12개월 후에 평가하였다. 변연골 흡수량은 치근단 방사선 영상으로 측정하였고 Mann- Whitney test (α

=0.05)와 repeated measured ANOVA (α=0.05)로 두 군의 차이를 검정하였다. 식립 직후 실험군과 대조군의 ISQ는

각각 80.3±7.1과 69±17이었다. 실험군은 95.23%의 성공률을, 대조군은 100% 성공률을 나타냈다. 3개월과 6개월

후 실험군의 변연골 흡수량은 대조군에 비해 유의성 있게 컸다(p<0.05). 하지만 12개월 후 두 군의 차이는 관찰되

지 않았다 (p>0.05). 변연골 흡수량은 성별과 식립위치에 따른 차이가 없었다 (p>0.05). 실험의 한계 내에서, 1차안

정성이 획득된다면 구치부 식립 GSIII 임플란트의 즉시하중은 예지성 있는 치료법이라고 여겨진다.

주요어: 임플란트, 즉시하중, ISQ, 변연골 흡수, 전향적 연구, 성공률 (구강회복응용과학지 2011:27(3):267~276)

서 론

Branemark는 미성숙 초기 하중(premature

loading)이 직접적인 골 침착 대신 섬유 조직 피

막 형성을 야기시킬 수 있으므로 치유 기간이 충

분하지 않으면 임플란트의 조기, 만기 동요가 일

어날 위험이 증가한다고 하였다.
1,2

따라서 10년

간의 임상적 경험을 바탕으로 Branemark에 의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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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시된 임플란트의 최소 치유기간은 하악 3개월,

상악 5-6개월이었다.
1-3

그러나 이것은 임플란트

디자인, 표면처리, 수술 방법, 생역학적 보철의

측면에 대한 연구가 활성화되기 전에 machined

surface를 가진 임플란트를 통해 내린 결론이기

때문에4 Branemark이 제시한 전통적인 치유 기간

이 현재에도 필수적이라는 공감대를 얻기는 어

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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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들어 다양한 논문에서 즉시하중 임플란

트도 충분한 치유 기간 후 하중을 가했을 때의

임플란트 만큼이나 높은 성공률과 생존률을 보

인다고 보고되고 있다.
5-7

이것은 하중 자체는 섬

유 조직 피막 형성을 야기시키지 않으며 하중의

유무 보다는 골-임플란트 계면에 작용하는 미세

동요(micromotion)의 양과 더 관련 있다는 보고에

근거하고 있다.
8
따라서 식립이 쉽고 하중에 동

요가 적은 디자인을 가지는 임플란트를 사용하

여 1차 안정성을 확보하고 미세동요를 줄이기

위한 노력이 뒷받침된다면 즉시하중의 성공률은

매우 높아질 수 있다. 임플란트 활성화 초기에는

원통형(cylinder) 이 시장을 지배하였으나 현재는

taper 형태의 임플란트가 많이 쓰이고 있다. 원통

형 임플란트는 임플란트-골계면에 불리한 전단

력(shear force)을 발생시키는 반면
9
, taper 형태는

원통형 디자인에 비해 인접 골을 더 균일하게 압

축하며 식립되는 효과가 있어 임플란트-골계면

에 압축 응력(compressive force)이 발휘될 수 있

다.
10

Taper 형태의 임플란트가 원통형 임플란트

에 비해 높은 성공률을 보였다는 보고가 있다.11

조기/즉시 하중 임플란트의 성공에 영향을 미치

는 또 다른 요소는 임플란트의 표면처리이다. 표

면처리에 따라 치유가 가속화되면 2차 안정성을

더 빨리 확보할 수 있어 조기/즉시 하중 실패를

줄일 수 있다. 초기에는 기계적 가공 표면 그대로

의 machined surface 타이타늄 표면이 주로 사용되

었으나 현재는 다양한 방법의 임플란트 표면 처

리 기술이 개발, 시도되고 있다. 여러 표면처리

방법 중 RBM (resorbable blasting media)을 이용한

표면처리는 흡수성 매질의 blasting 기법을 이용

하여 임플란트 표면의 거칠기를 증가시킨 것으

로, hydroxyapatite나 beta-tricalcium phosphate 또는

혼합물 과 같은 calcium phosphate를 많이 사용한

다. Coelho 등
12
은 alumina-blasting, biologic

blasting, plasma, alumina-blasting/acid-etched 표면

에 비해 RBM 표면 처리 임플란트가 식립 2주 시

점에서 유의성 있게 높은 removal torque를 기록

했다고 하였다. 개의 소구치를 발치 후 RBM 표면

처리 임플란트를 즉시 식립, 즉시 하중했던 연구

에서 즉시 하중의 결과는 지연하중 대조군과

implant-to-bone contact과 생존률이 유사한 결과를

보였다.
13

교합은 미세동요의 조절에 매우 큰 역할을 차

지한다. 그러나 기존의 즉시하중 연구에서 교합

부분은 매우 애매한 기술만이 있을 뿐이다. 대부

분의 즉시/조기하중 논문에서 교합에 관한 기술

은 기능교합(functional loading)과 비기능 교합

(non-functional loafing)으로 나뉘어질 뿐,
14

구체

적인 교합 접촉 정도에 대한 기술은 저자의 지식

으로는 아직까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 최근

동물 실험에 따르면, mini pig 에서 미세 동요를

30 μm 이내가 되도록 교합을 조절한 경우, 즉시

하중을 시행한 임플란트가 하중을 가하지 않은

임프란트보다 골 광화도가 유의성 있게 높았다

는 보고가 있지만
15

교합을 어느 수준까지 조절

하여야 할지에 대한 고려는 즉시/조기 하중의 성

공률에 영향을 미치는 매우 중요한 요소라고 생

각된다.

GS III 임플란트(Osstem, Korea)는 tapered 형태

에 미세나사산 구조를 가진 RBM 표면처리 임플

란트이다. 본 연구에서는 구치부에 GS III

(Osstem, Seoul, Korea) 임플란트를 식립하여 교

합을 일정하게 조절하여 즉시하중을 시행한 시

험군과 통상적인 지연하중을 시행한 대조군에서

성공률과 골흡수량을 전향적으로 비교하여, 구

치부 부분 결손 환자에서 GS III 임플란트의 즉

시하중 임상성적을 획득하고자 하였다.

연구재료 및 방법

본 연구는 분당서울대병원에 소구치 혹은 구

치부에 임플란트 수복을 위해 내원한 환자들 중

즉시하중을 희망하는 환자를 대상으로 하였다.

시술 전 즉시하중 임플란트 술식의 장, 단점에

대해 충분한 설명을 하고 동의를 구했으며 실험

은 병원 생명윤리심의위원회의 승인(B-0810-

062-010)하에 시행되었다. 선정기준에 부합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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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두 17명의 환자(여자 8명, 남자 9명, 평균나이

54±11세)가 실험군으로 참여하였으며 총 42개

(상악 5개, 하악 37개)의 임플란트가 식립되었다.

선정기준은 1) 만 18세 이상으로 악골의 성장이

완료된 성인 환자, 2) 구치부 자연치 결손 환자로

가용 잔존 치조골의 높이가 10mm 이상인 자, 3)

근원심적, 협설적으로 충분한 가용골이 존재하

는 환자, 4) 임플란트 치료에 대한 환자의 동기

부여가 확실한 경우, 5) 임상시험 참여를 동의하

며 피험자 동의서에 서명한 자이며, 제외기준은

1) 임산부, 2) 최근의 심근경색 발작 병력이 있는

자, 3) 조절되지 않는 내과적 질환 보유자, 4) 출

혈성 질환이 있거나 혈액 항응고제가 필요한 질

환이 있는 자, 5) 발치 수술정도가 곤란한 전신적

질환 환자, 6) 정신질환자 혹은 정신질환이 의심

되는 자, 7) 임플란트 재료에 알러지가 있는 자,

8) 식립부위에 2달 이내 발치를 한 환자 및 주변

치의 치주질환이 심한 환자, 9)골질이 D4에 해당

하는 환자, 10)광범위한 골이식이 필요한 환자,

11)1개 이상의 임플란트에서 식립 torque 30Ncm

미만, 식립 직후 안정도 ISQ 60 미만의 기준에

모두 해당되는 경우, 12) 기타 임플란트 식립 수

술이 곤란한 자 (이갈이, 보철물이 들어 갈 공간

이 없는 경우 등)로 하였다. 대조군은 다음과 같

은 기준으로 선정되었다: 1) 실험군과 비슷한 시

기에 하중을 시작한 환자, 2) 식립 후 최소 1 개

월 이상의 치유 기간 후 하중을 시작한 경우. 상

기 조건에 부합하는 대조군으로 15명(여자 9명,

남자 6명, 평균나이 59±11세)이 선정되었고 총

27개(상악 6개, 하악 21개)가 식립되었다.

본 연구에서는 모두 Resorbable Blasted Media

(RBM) 표면의 GS III 임플란트가 사용되었다. 실

험군은 1회법으로 임플란트를 식립하고 식립 48

시간 이내에 임시 치관으로 수복하였고 최종 수

복물은 식립 3-6개월 후 골유착 확인 후에 장착

되었다. 대조군은 1회법 혹은 2회법으로 임플란

트를 식립하였고, 식립 후 평균 2.6±1.7개월(1개

월~4.25개월)의 치유기간을 거친 후 최종 수복물

로 수복하였다. 하중이 가해지는 시점에 일차 안

정성을 Osstell mentor(Osstell, Gteborg, Sweden)로

측정하여 ISQ 값을 기록했다. 즉시하중에서는

가볍게 물었을 때 Accufilm 1장이 빠지는 교합

공간을 부여하고 측방 운동시에는 교합 접촉이

전혀 안되게 하였다. 성공이 확인된 실험군과 대

조군의 최종 수복시 교합은 가볍게 물었을 때

shimstock 1장이 빠지게 조정하였다.

실험군과 대조군은 모두 하중 개시일과 하중

3개월, 6개월, 12개월 경과 시점에 내원하여 치

근단 방사선 사진을 촬영하고, 임상적 증상 및

임플란트 동요도와 임플란트 주위 방사선 투과

성 여부 및 연조직 상태를 평가 받도록 했다. 치

근단 방사선 사진은 평행 촬영법을 사용하여 임

플란트 장축에 수직으로 촬영했다. 골흡수량은

지대주와 고정체가 만나는 부위를 기준점으로

하여 각 임플란트의 근심과 원심에서 측정했다.

하중 시작 시점의 치근단 방사선 사진과 비교하

여 각 하중 시점에서 임플란트 주위 골 높이가

근심과 원심에서 기준점으로부터 몇 pitch 만큼

변화했는지 측정했다. GS III 임플란트의 미세

나사산간의 간격이 0.03mm 라는 것을 이용하여

실제 골 변화량을 계산하고 근원심 골 수준의 평

균값을 구하였다. Mann-Whitney test (α=0.05)로

기능 3개월, 6개월, 12개월 시점에서 하중 시기

에 따른 골 수준 변화량의 차이를 비교하고, 시

간 흐름에 따른 골높이 변화가 임플란트 식립 후

하중 시작 시기와 유의성이 있는지 repeated

measured ANOVA (α=0.05)로 검정하였다.

결 과

하중이 시작되는 시점의 평균 ISQ 값은 각각

80.3±7.1, 69±17 로 모두 초기안정성이 높았으

며 특히 실험군의 임플란트가 높은 안정성을 보

였다. 하중 후, 실험군은 13.8±6.1개월, 대조군은

11±4.1개월 동안 경과를 관찰하였다(Table I).

대조군의 성공률은 100% 였고, 실험군은 42개

의 임플란트 중 2개가 기능 6주, 8주 시점에 실패

하여 95.23%의 성공률을 보였다. 실패한 2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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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플란트는 모두 하악 구치부였고 대합치는 자

연치였다. 최종 내원시 평균 치조골 흡수량은

0.02±0.03 mm 이었다. 하중 3, 6개월 시점에서

실험군이 대조군보다 0.01mm에서 0.02mm 정도

치조골이 더 많이 흡수되었고, 통계적으로 유의

성이 있었다(p<0.05). 그러나 하중 12개월째에는

두 군의 치조골 흡수량 간에는 유의성 있는 차이

를 보이지 않았다(p>0.05)(Table II). 실험군과 대

조군 모두 성별, 악궁 위치에 따른 치조골 흡수

량의 통계적인 차이는 없었다(p>0.05). 연조직 상

태는 실험군, 대조군 모두에서 염증 반응 없이

건강하였다.

총괄 및 고안

본 연구에서는 즉시하중 1년째의 성공률이

95.23%로 매우 높게 나왔다. 즉시 하중에 관한

기존의 연구에서 84.7-100 % 범위의 성공률을 보

였다는 결과와
16

즉시하중 임플란트의 실패가 대

　 Test (n=17) Control (n=15)

Mean follow up span 13.8 ± 6.1 Months 11 ± 4.1 Months

Initiation of loading from implant placement 2.7 ± 2.1 Days 2.6 ± 1.7 Months

Mean ISQ at loading 80.3 ± 7.1 69 ± 17

Splinting : Single 13:4 10:5

Table Ⅰ. Loading condition

Test group Control group Sig.

3 Months 0.01 ± 0.03 0 ± 0.03 *

6 Months 0.02 ± 0.03 0 ± 0.02 *

12 Months 0.01 ± 0.02 0.01 ± 0.04 -

* P<0.05

Table Ⅱ. Mean Crestal Bone Resorption at 3,6,12 Months of Loading (mm)

부분 기능 1년 이내에 발생한다
17,18

는 결론을 고

려하여 보면 비교적 단기간 경과 관찰된 연구이

지만 의미 있는 결과라고 볼 수 있다.

하중 시기별 치조골 흡수는 두 군 모두 평균

0-0.02 mm 범위 내에서 일어났다. 이것은 기존연

구에 비해 낮은 수치이다. Schincaglia 등은 하중

1년 시점에 전통 하중군은 0.77±0.38 mm, 즉시

하중군은 1.2±0.55 mm의 평균 골흡수량을 보고

했다.19 최근 기록으로는 역시 하중 1년 시점에

전통하중군은 0.51±0.39mm, 즉시 하중군은

0.91±0.63mm의 평균 골흡수량을 보고한 Elysad

등의 연구가 있다.20 Two-piece implant의 경우 2

차 수술 후부터 하중 1년까지 implant-abutment

junction으로부터 1.5-2.0 mm 의 골이 흡수되는

것은 임플란트 치료의 정상적인 결과로 받아들

여져 왔으므로,
21,22

본 연구에서 두 군의 골흡수

량은 매우 적은 범주에 속한다고 볼 수 있다. 하

중 3,6개월 시점의 골 흡수 량은 즉시하중 군이

전통 하중 군보다 유의성 있게 높았으나, 하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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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개월 시점에서 두 군 간의 골 흡수 량은 유의

성 있는 차이가 없었다. 대부분의 골 흡수가 치

유 기간 동안 일어나는 것을 생각해보면 즉시 하

중군의 경우 하중 시기와 치유 시기가 일치하기

때문에 하중 3,6개월 시점의 골 흡수량이 비교적

높았던 것으로 분석할 수 있다.23 하중 초기에는

하중에 따른 골 흡수 량을 보일 수 있으나, 시간

이 경과하면 하중이 골 흡수량에 미치는 영향이

줄어드는 것으로 생각된다. 대조군의 경우 초기

흡수가 어느 정도 일어난 후 하중을 가한 시점부

터 골 흡수를 측정한 것임을 고려하면 즉시하중

군의 골 흡수량은 매우 적은 셈이다.

GS III 의 즉시하중이 좋은 결과를 보인 것은

fixture의 디자인과 표면처리에서 그 원인을 찾아

볼 수 있다.24,25 확고한 초기 고정 확보를 위해 작

은 drill 직경, self-tapping implant, 넓은 직경의 임

플란트와 함께 taper 형태의 임플란트가 추천된

다.25 O’Sullivan 등은 tapered implant가 non-tapered

implant에 비해 insertion torque가 높고, 초기 안정

성도 더 뛰어나다고 보고했다.
26

한편 Linus와

Kocht는 임플란트 디자인은 초기 안정성에 관여

하는 요소 중의 하나 이지만, 식립 깊이나 골 밀

도 등이 초기 안정성과 더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하기도 했다.27

GS III가 채용한 미세나사산 디자인은 주위 골

을 안정화시키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28,29 Song 등은 미세 나사산이 고정

체의 top에 있는 임플란트와 고정체 top에서

0.5mm 하방에 있는 임플란트의 주위골 반응을

비교한 연구에서, 미세 나사산이 top에 위치한

임플란트에서 골이 덜 흡수되었으며, 미세 나사

산이 주위골을 안정화시키는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결론을 내렸다.30 그러나 하악의 경우, 미

세 나사산 구조가 골 유지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

는 견해도 있다.
14

표면 처리된 임플란트는 machined surface에 비

해 평균 임플란트 안정도가 높다. 임플란트의 표

면 에너지와 wetting capability가 plasma protein등

의 biomolecule을 흡수하여 골유착의 첫 단계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31

본 연구에서 사용된

GS III의 RBM(resorbable blasting media) 표면은

흡수성 매질로 blasting 기법을 이용하여 임플란

트의 거칠기를 증가시킨 것으로, hydroxyapatite나

beta-tricalcium phosphate 또는 혼합물 과 같은

calcium phosphate를 많이 사용한다. 이러한 재료

는 흡수성이어서 clean, textured, pure titanium 표

면을 만들어준다. 결과적으로, RBM 표면 임플란

트는 높은 bone-to-implant contact를 보인다고 하

였다.
13,32

즉시 하중시 교합은 크게 비교합 하중(non-

occluding loading)과 교합 하중(occlusal loading)으

로 나눌 수 있다. Lindeboom 등은 50명의 환자에

게 임플란트 식립 후 즉시 하중을 계획하고, 각

25명씩 비교합 하중군과 교합 하중군으로 나누어

수복하여 경과를 관찰하였다. 모두 5개의 임플란

트가 실패했는데, 그 중 2개가 교합 하중군, 나머

지 3개가 비교합 하중군이라고 밝혔다. 또한 6개

월 시점에서 두 군 간의 ISQ 값은 차이를 보이지

않았고, 보철적 실패, 임플란트 실패, 기능 1년 시

점의 변연골 흡수량 항목에서도 두 군간의 유의

성 있는 차이가 없었다고 보고했다.
33

Esposito 등

은 임플란트 하중 시기에 대한 review 논문에서

즉시 하중에서 비교합 하중의 이점이 뚜렷하지

않은 것 같다고 결론내렸다.
7
본 연구에서는 27

micrometer의 간격을 두고 수복한 즉시하중 임플

란트의 높은 성공률을 얻을 수 있었다.

여러 연구에서 임플란트 즉시하중의 높은 성

공률을 위한 초기 안정성의 중요성이 알려져 있

다.7,34,35 2003년 Calandiello 등은 즉시하중 임플란

트의 평균 초기 RFA 수치(ISQ)가 76이었으며 최

소 수치가 58이었다고 보고하였으며,
36

2003년

Glauser 등은 초기 ISQ가 71이었다고 하였다.37

본 연구에서 즉시하중 임플란트의 초기 ISQ 수

치는 80.3±7.1 로 비교적 높은 값을 보였으며 즉

시하중 시 높은 성공률을 예측하는 도구로 사용

될 수 있음을 보여주었다..

술 후 임플란트의 안정성을 높이는 방법으로

immobilization을 위한 연결고정(splinting) 이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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된다.
38,39

2003년 Rocci 등은 절삭 가공된 표면의

임플란트를 이용한 연구에서 단일치수복(81%)보

다 연결고정 수복(94%)에서 성공률이 높다고 보

고하였다.
40
특히, 단일 임플란트를 즉시 하중하

는 경우, 과도한 교합 하중과 이에 따른

micromotion을 제어할 수 있는 연결고정(splinting)

이나 cross-arch stabilization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골유착 실패가 일어날 가능성이 더 높다.
33

이번 연구에서 실패는 즉시하중 군에서만 일

어났으며, 42개 임플란트 중 하악 구치부에 식립

된 임플란트 2개가 기능 6,8주 시점에 각각 제거

되었다. 첫 번째 증례는 34세 여자, 하악 우측 제

1 대구치 부위 단일 임플란트로 식립 당시 ISQ는

75로 비교적 높은 값을 보여 즉시하중을 결정하

였다. 즉시하중 6주 시점에 임플란트 동요도나

염증 소견은 없었으나 우측으로 저작시와 촉진

시 통증을 호소하였고, 임플란트 동요도 및

unscrewing pain이 관찰되어 실패로 확정, 제거하

였다. 임플란트 식립 전, 발치 대상 치아는 근관

치료 상태로 수년 전 종창으로 투약, 발치 권유

받았던 적이 있었다. 이후 재근관 치료에도 염증

이 개선되지 않았고, 근심 치근 파절이 의심되어

발치를 시행했다. 임플란트를 식립하고 즉시하

중을 시행했던 것은 발치 3개월 경과 시점이나

만성적인 염증이 있던 부위였으므로 단단한 골

질 확보를 위한 치유기간이 더 필요했던 것으로

사료된다. 실패한 임플란트는 제거 후 즉시 더

큰 직경의 임플란트로 재식립하여 3개월의 치유

기간 후 보철 수복하였고, 현재 기능 1년 3개월

째로 합병증 없이 기능하고 있다. 두 번째 증례

는 52세 여자환자로 하악 좌측 제 1,2대구치 부

위에 식립, 연결고정하여 즉시하중을 하였다. 제

2대구치 부위 임플란트의 경우 식립 당시 ISQ 값

이 59로 초기 안정성이 비교적 낮아 대상에서 제

외될 수 있었으나 인접 임플란트의 수치가 높아

연구에 포함되었다. 즉시하중 8주 경과 시점에서

협측 치은 종창 및 동통 호소하였고, 임플란트

동요도가 관찰되어 제 2대구치부위 식립 임플란

트를 제거하였다. 역시 제거와 동시에 더 큰 직

경의 임플란트를 즉시 식립하고, 4개월의 치유기

간 후 상부 보철물 완성하여 현재 기능 1년 6개

월째 관찰 중이다. 같이 연결되었던 임플란트는

이상 없이 성공적으로 골유착되었다.

본 연구에서 즉시하중 군에서 단일 치관으로

수복된 총 4개(상악 3개, 하악 1개)의 증례 중에

서(Table I) 하악 1 증례에서 실패가 일어났고, 상

악에서는 실패가 관찰되지 않았다. 그러나 연결

고정의 효과를 증명하기 위해서는 더 많은 증례

가 수집되어야 한다.

결 론

본 연구에서는 구치부에 GS III (Osstem,

Korea) 임플란트를 상악과 하악, 단일치와 연결

치의 구분 없이 식립하고 즉시하중 기준을 만족

하면 즉시 기능하여 만족할만한 결과를 얻었다.

하중 12개월째 구치부 즉시하중 성공률은

95.23%였다. 교합간격은 세심하게 조절되었고

즉시하중시 27 micrometer의 간격은 성공에 영향

을 미치지 않았다. 시간에 따른 변연골 흡수량은

식립 후 하중 시기와 통계적으로 유의성이 없었

으며 하중 후 골 높이의 변화는 성별, 식립 부위

의 영향을 받지 않았다. 1년이라는 짧은 기간의

결과라는 본 연구의 한계 내에서 GS III 임플란

트는 초기 안정성이 확보된 경우, 부분무치악 구

치부에서 즉시하중을 가하였을 때 높은 성공률

을 기대해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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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linical Comparison of Immediately Loaded and Delayed Loaded

OSSTEM GS III Implant in Partially Edentulous Patients

Min-Jung Kwon
1*

, Young-Kyun Ki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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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is prospective study was designed to compare clinical outcomes of immediately loaded implant with delayed loaded

implant in partially posterior edentulous patients. For test group, 42 GS III (Osstem, Korea) implants in 17 patients were

loaded within 48 hours after the placement. Control group was 27 implants in 15 patients loaded at 2.6±1.7months from

the placement surgery. Before loading, primary stability was evaluated by ISQ value. Clinical symptoms, mobility, soft

tissue state was evaluated at baseline, 3 months, 6 months and 12 months of loading. Marginal bone level change was

also measured with periapical radiographs. Mann-Whitney test (α=0.05) and repeated measured ANOVA (α=0.05) was used

for marginal bone level change between two groups. At the baseline, mean ISQ value of test group and control group was

80.3±7.1 and 69±17 respectively. Test group showed 95.23% of success rate and 100% of control group was successful.

At 3 and 6months of loading, significantly more bone resorption was observed in test group than in control group (p<0.05).

However, there was no significant difference in the bone level change at 12months of loading between two groups (p>0.05).

Marginal bone level change showed no significant difference with gender and location (p>0.05). Within the limitation of

this study, when primary stability was obtained, immediate loading of GS III implant at posterior region could be

predictable treatment option.

Key words: dental implant, immediate loading, ISQ, marginal bone loss, prospective study, success r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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