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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철물의 수명 연구를 위한 온라인 평가 시스템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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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survey of dental prosthetic life expectancy is important not only because it provides the evidence of dental prostho
dontic insurance benefits, but also because it is an objective standard for the agreement of increasing disputes between
patients and dentists. Prospective clinical trial and definite prosthesis evaluation criteria is essential for the validity of
prosthesis life survey. However, in Korea, there are very few researches that satisfy these criteria.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review the previous life expectancy surveys of the dental prosthesis, and to introduce the criteria used for
evaluation of the prosthesis and the evaluation criteria for the newly introduced from the Korean Academy of Prostho
dontics. Online evaluation system will also be learned more, which allows new institutions to input, collect and process
new evaluation criteria in a convenient way. The data obtained through this system will be used in the future to provide
more reliable prosthesis life expectancy survey da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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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2012년 7월 1일 75세 이상의 노인을 대상으로 한 레진
상 완전틀니의 급여화를 시작으로 치과 보철 치료에 건

강보험이 적용됨으로써 대한민국에서 치과 보철 치료의
보험화의 시대를 맞게 되었다. 2017년 국민건강보험공단

자료에 의하면 2015년 7월부터 2017년 6월까지 총 2년

동안 861,140명이 총의치와 국소의치의 보험 혜택을 받
았고, 임플란트의 경우 보험 급여를 받은 대상자의 수가

Correspondence : Namsik Oh
Department of Dentistry, School of Medicine, Inha University, 27 Inhang-ro, Junggu, Incheon 22332, Republic of Korea
Tel: +82-32-890-2470, fax: +82-32-890-2475
E-mail: onsdo@inha.ac.kr
Received: October 15, 2018; Revised: December 13, 2018; Accepted: December 17, 2018

1
821,031명에 달했다고 한다 . 그리고 이 숫자는 해가 갈

수록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처럼 보철보험으로 인해 보철 치료에 대한 대중적
접근성이 개선되었지만 이에 따른 보철 치료에 대한 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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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도 증가하고 있어 환자와 치과의사 간의 분쟁 또한 증

였고, 중간값은 6.8년이라고 하였다. 그리고 실패에 영향

가 추세에 있다. 특히 한국소비자보호원의 자료에 의하

을 미치는 요인을 보철물의 종류와 스팬의 길이, 그리고

면 치과 관련 피해 상담 건수가 증가 추세에 있고, 상담

대합치 종류에 따라 분석하여 초기 실패를 일으키는 요

항목 중에서 피해구제 신청을 한 건수 중 임플란트가 차

인을 기계적인 결함으로 제시한 바 있다4. 이후 다수의 연

지하는 비중이 26.2%, 그리고 보철 치료가 차지하는 비
2

중은 17.2%였다 .

의료 분쟁이 일어났을 때 당사자들이 합리적으로 분쟁
을 조정하기 위해 근거에 입각한 정보를 얻는 것이 중요

구자들이 보철물의 평균사용기간을 조사한 바 있으나 후
향적 연구의 특성상 보철물의 초기 치료 당시의 상태를
확인하기 어렵고, 사용기간을 환자의 기억 또는 의무 기
록에 의존해야 한다는 단점을 지니고 있다5.

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터넷에 유통되고 있는 경험

국내에서도 보철물 수명에 대한 여러가지 연구가 이루

적, 주관적 정보를 통해 당사자들이 각자의 주장을 뒷받

어졌다. 2001년 대한치과보철학회는 무자격업자에게서

침하고 있어 분쟁의 조정이 어려운 경우가 많다. 조기에

시행한 보철물의 수명을 치과의사에게 치료받은 보철물

실패한 보철물로 인한 의료 분쟁이 일어났을 때, 당사자

의 수명과 비교하기 위해 보철물 수명 연구를 시행한 바

들 간의 합리적인 분쟁의 조정을 위해 보철물 수명에 대

있고, 이에 따라 고정성 보철물의 수명을 7.67년, 국소의

한 객관적인 자료가 필요하다3.

치를 7.03년, 그리고 총의치의 수명을 6.86년으로 보고하

보철물 수명 연구는 미국을 비롯한 해외에서 주로 많

였다6. 이후 여러 연구자들에 의해 보철물의 수명이 조사

은 관심을 가지고 있었고, 이에 따라 해외에서 많이 이루

되었으나 그 수가 한정적이고 보철물의 성공과 실패에

어졌는데 문헌을 통해 소개되기 시작한 것은 1970년 이

대한 명확한 기준이 없었다.

부터 1967년까지 미주리-캔사스 주립대학의 치과에 내원

실패를 평가하는 객관적 기준을 설정하기 위한 연구가

후 Schwartz의 보철물 수명 연구 이후이다. 그는 1964년

한 406명을 대상으로 더이상 사용할 수 없는 고정성 보

철물 중 치료한 날짜를 정확하게 알고 있는 보철물 791

개의 유닛을 분석하여 평균수명을 10.3년이라고 보고하

최근 보철물 수명을 조사하기 위해 보철물의 성공과
대한치과보철학회에서 시행되었다. 이는 현재까지 개발
된 보철물의 평가 기준을 분석하고 이들을 통해 새로운
기준을 제시하기 위한 것으로, 보철물을 평가하기 위한

Figure 1. An example of flow-chart for evaluation of color match in United States Public Health Service (USPHS) rating 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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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Criteria for CDA rating

몇 개의 질문을 플로우 차트 형식으로 수행하면서 보철
물의 상태를 수, 우, 양, 가의 4개의 등급으로 나누어 보철
7

물의 성공과 실패를 판정하는 방법이다 . 이와 같은 기준

을 가지고 전국 13개의 치과대학 및 종합병원 보철과에

나타났다8. 하지만 이 연구의 대상은 대학병원과 종합병
원 보철과에 내원한 환자만을 대상으로 하였기 때문에
개인의원이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국내 치과의 현실로
일반화하기 어려운 단점을 가지고 있다.

서 고정성, 가철성, 그리고 임플란트 보철물의 성공과 실

이에 최근 한국보건산업진흥원에서는 보건의료기술

패를 평가하고 이에 따른 보철물의 수명을 분석한 결과

연구개발사업을 통해 보철물 수명을 쉽게 조사하고, 이

고정성 보철물의 평균 사용기간은 11.41년, 가철성 보철

를 온라인을 통해 손쉽게 저장하여 보철물 수명의 데이

물은 8.18년, 그리고 임플란트 보철물은 7.99년인 것으로

터를 보다 정확하고 광범위하게 획득하기 위한 연구를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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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2. Korean Academy of Prosthodontics Criteria. (A) Flow-chart for evaluating fixed dental prosthesis: marginal integrity, (B)
Flow-chart for evaluating fixed dental prosthesis: anatomic form, (C) Flow-chart for evaluating fixed dental prosthesis: esthetic
evaluation, (D) Flow-chart for evaluating removable partial denture, (E) Flow-chart for evaluating complete denture, (F) Flow-chart
for evaluating implant-supported prosthes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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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3. An example of online evaluation system (I). The basic information of the subject and the type of prosthesis should be
inserted.

구축하였다. 이를 통해 임상가들이 보철물의 수명을 평

국내외에서 진행된 보철물 수명 연구와 보철물 평가 방

가하고 그 자료를 온라인에 저장함으로써 이들 자료들

법을 고찰하고, 최근 개발된 온라인 보철물 평가 시스템

을 빅데이터화 하여 국내 보철물의 수명을 조사할 수 있

에 대하여 소개하는 데 있다.

는 길을 제시하였다. 따라서 이 연구의 목적은 현재까지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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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4. An example of online evaluation system (II). Examiners have to select the basic information of the prosthesis to be
evaluated. If the required answer is not selected, it cannot be proceeded to the next ste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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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5. An example of evaluation process of fixed dental prosthesis using online evaluation system.

본

론

10
(2) Foster (1990) : 1981년부터 1986년까지 영국 웨일스

지방의 일반 개원의를 대상으로 조사를 시행하였다. 보철
1. 보철물 수명 조사의 변천사

물 제작 연도를 정확히 아는 환자 130명을 대상으로 했
으며 환자는 보철물의 이상을 주소로 직접 의료기관에

1) 후향적 검사

찾아오거나 다른 치과에서 의뢰된 사람을 대상으로 하였

이 방법은 검사 대상 보철물을 검사한 시점에서 보철

다. 총 142개의 고정성 보철물 (574 유닛)이 연구 대상에

물을 평가하여, 실패한 시점을 산정하고, 보철물을 장착

포함되었고, 외상으로 생긴 실패는 제외하였다. 이들 실

한 시점을 후향적으로 파악하여 보철물이 구강에 잔존한

패한 보철물의 평균 사용기간은 6.2년이었고, 이 중 절반

시간을 평균수명으로 구하는 방법을 말한다.
9

(1) Schwartz (1970) : 1964년 9월부터 1967년 9월까지 3

개년 동안 미주리 캔사스 대학의 406명 환자를 대상으로
조사하였다. 보철물 장착 날짜를 정확하게 알고 있는 환
자의 보철물 중에서 보철물의 수리나 교체가 필요한 경
우를 실패로 규정하였다. 총 1,320개의 유닛 중 791개의

실패한 유닛과 529개의 실패한 보철물에 붙어 있는 정상
유닛을 구분하여 전자의 유닛만을 조사대상으로 하였다.

이상이 4년 이내에 실패하였다.

11
(3) Libby (1997) : 아이오와 대학 보철과에서 고정성 보

철 치료를 받고 최소 1년 이상 정기 검진을 위해 계속 내

원한 50명의 환자를 대상으로 하였다. 조사 대상 보철물

은 89개 (384 유닛)의 고정성 보철물이었으며 탐침, 보철
물 장착 시기, 재치료 여부, 실패의 이유, 사용기간, 부위,

지대치 개수, 가공치 개수, 재료, 국소의치 지대치 여부를
조사하였다. 검사 대상 보철물 중 15%가 실패하거나 재

이를 통해 36.8%의 보철물이 실패한 것으로 나타났고 이

치료가 필요하였고 실패한 보철물의 평균 잔존 기간은

이었다.

패인 경우 4.1년으로 조사되었다.

들 실패한 보철물의 평균수명은 10.3년, 중간값은 6.8년

실패 원인이 치아우식증인 경우 16.0년, 포스트 코어의 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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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6. An example of online evaluation system for a removable dental prosthes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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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7. An example of evaluation process of removable partial denture using online evaluation system.

2) 전향적 검사
12

(1) Valderhaug (1991) : 1967년부터 1968년까지 오슬로

대학의 학생들이 치료한 보철물을 1명의 조사자가 매년

의 고정성 보철물을 대상으로 한 결과 18년이 지난 후의

성공률은 75%였고, 실패한 25%의 평균 사용기간은 11년
이었다.

정기 검진을 시행하였다. 102명의 환자에게서 108개의 보

철물 합착 이후 매 5년, 10년, 그리고 15년에 방사선 검사

를 시행하였다. 총 26개의 보철물이 실패하였고 평균 사

3) 생존율 분석
14
(1) Lindquist (1998) : 1974년도에 5 유닛 이상의 고정성

용기간은 10.5년이었다. 방사선 검사 시의 실패율은 5년

보철 치료를 받은 환자의 보험 기록을 무작위로 추출하

보철물의 성공과 실패에 CDA (California Dental Associa-

자에게 연락을 시행하여 이 중 72명이 임상 검사에 참가

에 4%, 10년에 12%, 그리고 15년에 32%였다. 이 연구는

여 164명을 선택한 후 20년이 지난 1994년에 이들 대상

tion) rating system을 사용하여 보철물 검사의 객관성을

하였고 26명은 전화 인터뷰를 시행하였다. 총 140개의 고

부여하였다.
13

(2) Sundh (1997) : 1975년부터 1976년까지 치과 대학

생들이 치료한 고정성 보철물을 대상으로 1982년, 1987
년, 그리고 1992년에 재검진을 시행하여 3명의 치과의사
가 검진 및 방사선 검사를 시행하였다. 총 101명, 163개

정성 보철물의 20년간 성공률은 65%였고 8년 성공률은

97%, 14년 성공률은 80%였다. 보철물 실패의 이유는 치
아우식, 보철물 경계 불량, 치주질환, 심미적 원인과 근관
치료 및 치근단 병소 때문인 것으로 조사되었다.
15
(2) Glantz (2002) : 보철물 장착 22년 후의 생존율을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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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8. An example of evaluation process of complete denture using online evaluation system.

사한 연구이다. 1974년 일반 치과의사에게 치료받은 보

험 기록이 있는 3,000명의 환자 중 150명을 무작위 추출

한 다음 CDA rating system을 이용해서 2명의 검사자에게

보철물의 평가가 이루어지도록 하였다. 22년 생존율은

4) 체계적 분석 또는 메타분석
17
(1) Creugers (1994) : 5년 이상 정기 검진이 이루어지고,

환자 선택에 대한 타당성이 유효하고, 고정성 보철물의
설계에 대한 정보가 있고, 성공과 실패의 자료 및 신뢰

46.5%인 것으로 보고되었다.

구간이 명시되어 있는 연구를 연구에 포함한 메타분석이

년에 장착한 99개의 보철물과 1976~77년에 장착한 112

모든 연구들은 실패에 대한 정의가 세분화되어 있지 않

총 289개의 보철물을 대상으로 정기검진을 시행한 후 각

라고 보고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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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Holm (2003) : 치과대학 학생 클리닉에서 1966~67

개의 보철물, 그리고 1986~87년에 장착한 78개의 보철물,
각 30년, 20년, 10년 생존율을 분석하였다. CDA rating sys

tem을 이용하여 2명의 검사자가 독립적으로 검사를 시행
한 결과 30년 성공률은 53%, 20년 성공률은 64%, 그리고

10년 성공률은 72%로 나타났다.

16

다. 총 33개의 연구 중 7개가 메타분석에 포함되었으나
았다. 4,118개의 고정성 보철물의 15년 후 생존율은 74%
18
(2) Scurria (1998) : Creugers의 연구를 업데이트하고 발

전시킨 연구로, 생존에 대한 명확한 범주를 설정해서 이
미 제거된 보철물, 제거되었거나 재치료가 필요한 보철
물, 그리고 지대치 상실된 경우를 실패로 간주하였다. 메
타분석에 포함시킬 기준은 생존율이 표시되어 있고, 3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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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9. An example of evaluation process of implant-supported prosthesis using online evaluation system.

이상 정기검진을 수행하였으며 실패에 대한 정의가 명확

색조적합도, 변연의 변색, 해부학적 형태, 변연적합도, 그

하고 치료가 이루어진 기관이 표시되어 있고 전통적인

리고 치아우식 총 다섯 가지 범주로 수복물을 평가한다.

고정성 보철물의 치료가 이루어진 경우로 한정하였다. 총

각각의 범주마다 플로우 차트 형태로 수복물을 평가하

8개의 연구가 포함되었고 실패의 기준을 좁게 잡은 경우

는 기준을 제시하고 그 기준에 부합되는 여부에 따라 하

의 기준을 넓게 잡은 경우는 각각 87%, 69%로 나타났다.

단계로 나누어 C 등급일 경우 해당 수복물을 실패로 간

10년과 15년 생존율은 각각 95%, 75%로 나타났고, 실패
지대치의 10년 생존율은 96%였다.
19

(3) Pjetursson (2004) : 고정성 보철물을 대상으로 5년

이상의 정기검진 자료가 있는 3,658개의 연구 중 13개의

연구를 포함시켰다. 10년 생존율은 81.8%였고, 성공률은

부 평가 기준으로 나아가서 최종 결과를 O, A, B, C의 네

주하였다 (Fig 1). USPHS criteria는 평가자가 직관적으로

결과에 도달할 수 있는 장점이 있지만 질문에 주관적인
평가가 섞여 있어 평가자의 주관이 개입될 가능성이 여
전히 존재한다는 단점이 있다.

63%였다. 가장 빈도가 높은 생물학적 합병증은 치수 생
활력 상실 (32.6%)이었고, 치아우식 (9.1%)이 그 뒤를 이었

다. 가장 빈번히 나타나는 기계적 합병증은 유지력 상실
(16.1%)이었고, 그 다음으로는 수복재료 파절 (5.9%)이었
다.

2) California Dental Association (CDA) Rating
System

1977년 캘리포니아 치과의사 협회에서 보철물의 평가
기준을 세부화하여 제시하였다. 보철물의 표면과 색조,

2. 보철물 평가 방법
1) United States Public Health Service (USPHS)
20

Criteria

1971년 Cvar와 Ryge에 의해 만들어진 평가 방법으로

해부학적 형태, 그리고 변연적합도의 세 가지 범주에서
각각 R, S, T, V의 네 가지 등급으로 평가하여 R과 S 등급

은 적합, T와 V 등급은 부적합으로 간주한다. 검사할 보

철물이 어떤 상태에 해당하는지를 선택하여 보철물의 등
급을 판정할 수 있다. 1995년에 개정된 guideline은 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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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10. An example of online evaluation system. The cause for failure should be selected if the rating grade is considered to
be failed.

더 자세하게 보철물의 상태를 세분화하여 조금 더 객관
적인 평가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였다 (Table 1).
3) Korean Academy of Prosthodontics (KAP)
7

Criteria

2016년 대한치과보철학회에서 USPHS rating system과

CDA rating system의 장단점을 보완하여 보철물의 평가
기준을 제시하였다 (Fig 2). 직관적이고 쉽게 적용 가능한

USPHS의 장점과 보다 객관적이고 자세한 CDA guideline
의 장점을 접목시켜 플로우 차트 형식으로 보철물 평가

등급을 수, 우 (성공)와 양, 가 (실패)로 구분한다. 고정성
보철물의 최종 평가는 세 가지 범주의 평가 중 가장 낮은
등급을 받았을 때를 기준으로 하여 성공과 실패 등급을
산정해야 한다. 가철성 보철물은 국소의치와 총의치로 나
누어 평가가 이루어지며 임플란트 보철물의 평가는 생물
학적인 실패를 제외하고 기계적 평가만 이루어지도록 하
여 순수한 보철물의 실패만을 평가할 수 있도록 하였다.
3. 온라인 평가 시스템 구축

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기존의 평가기준이

KAP criteria를 통해 보철물을 평가하는 데 있어서 여러

수복물의 평가를 기초로 하고 있기 때문에 고정성 보철

기관의 자료를 통합하거나, 한 명의 환자를 전향적으로

물과 가철성 보철물 그리고 임플란트 보철물의 평가를

추적하고자 할 때 자료를 관리하는 데 어려움이 발생한

수행하기에 어려움이 있었다. 이에 따라 KAP criteria는

다. 또한 매 환자마다 플로우 차트를 이용하여 평가하

가철성 보철물과 임플란트 보철물의 평가 기준을 제시하

는 번거로운 작업을 피하기 위해 온라인 평가 시스템을

여 다양한 보철물의 평가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였다.

구축하였다. 이렇게 구축된 온라인 평가 시스템은 특히

고정성 보철물 평가는 변연, 형태, 심미 평가가 각각 따로

KAP criteria를 처음 사용하는 초심자들이 사용하기 쉽게

이루어지고 플로우 차트의 질문에 따라 보철물의 최종

설문조사의 형식을 띠고 있다. 또한 이미 익숙해진 사용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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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들은 기존의 플로우차트를 통해 보철물 평가등급을 판
정한 다음 온라인 시스템에 등급만 입력할 수 있도록 하
여 여러 개의 질문을 건너뛸 수 있도록 제작하였다. 고정
성, 가철성, 그리고 임플란트 보철물 각각의 온라인 평가
시스템의 예시를 그림으로 나타내었다 (Figs 3~10). 예비
조사를 통해 나타난 온라인 평가 시스템의 오류를 개선
하여 현재 1.6 버전이 가장 편리하고 안정적으로 작동되
고 있다. 만약 연구를 위한 자료 반출이 필요한 경우 관
리자 모드로 들어가면 엑셀 파일 또는 통계 프로그램용
파일로 필요한 자료의 다운로드가 가능하여 연구자들에
게 편리하다. 온라인 평가 시스템의 웹사이트 주소는 다
음과 같다: http://www.prostholifesurvey.com/limesurvey/.

요약 및 결론
지금까지 보철물 수명 연구의 변천사를 알아보고 보철
물을 평가하기 위한 기준 및 온라인 평가 시스템의 구축
과정에 대하여 알아보았다. 보철물의 수명 평가는 과거
기록과 환자의 기억에 의존하는 후향적 방법으로 시작하
였으나 치료 후 정기 검진과 계속 관리를 통한 전향적 방
법을 통해 객관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발전하였다. 최근
에는 보철물의 사용기간이 아니라 생존율과 성공률을 분
석하는 방향으로 전환되고 있으며 이들 연구를 체계적으
로 분석하는 메타 분석으로 발전되는 모습을 볼 수 있다.
하지만 메타 분석의 자료가 되는 전향적 연구의 부족으
로 인해 현재까지 과학적인 데이터를 제공하는 데에 한
계가 있다. 이번에 구축된 온라인 보철물 평가 시스템을
임상에서 이용하면 효율적인 자료 수집과 관리가 이루어
질 수 있어 향후 전향적 연구를 수행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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