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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플란트의 성공은 식립 후의 초기 안정성 (Initial stability)의 결과가 중요한 영향을 준다. 이 연구의 목적은 연

질 골에서 두 종류의 테이퍼 형태 임플란트가 임플란트의 디자인과 self-tapping blade의 유무에 따라서 초기 안정

성에 주는 영향을 알아보는 것이다.

Self-tapping blade를 가지고 있는 것과 가지고 있지 않은 두 종류의 테이퍼 형태 임플란트가 사용되었다. Solid

Rigid Polyurethane Form으로 연질 골 상태인 D4 골 모형을 재현하였다. 임플란트 고정체를 식립하면서 초기 안정

성 값을 기록하고, 식립 직후 implant stability quotient (ISQ)을 측정하여 Resonance frequency Analysis (RFA)를 평가

하였다. 마지막으로 임플란트가 식립된 모형골을 만능 시험기에 부착하여 장축 방향으로의 pull-out force를 측정하

였다.

초기 안정성 값과 최대 pull-out torque 값은 non self-tapping implants가 self-tapping group에 비하여 통계학적으로

유의하게 큰 평균값을 나타냈다 (P = 0.008). 공진 주파수 분석 결과인 ISQ 값은 거의 비슷한 평균값을 보였으면

통계학적으로 차이가 없었다. 각 임플란트 시스템에서 식립 토크와 pull-out 최대 토크 그리고 공진 주파수 간에는

상관관계를 나타내지 않았다.

Non self-tapping 임플란트의 높은 식립 토크는 임상적으로 우수한 초기 안정성을 의미한다. 결론적으로 연질

골에서 self-tapping blade가 없는 임플란트가 있는 것 보다 더 우수한 초기 안정성을 보였다.

주요어: 테이퍼형 임플란트, 초기 안정성, 골질, 식립 토크, 공진주파수 분석

(대한치과턱관절기능교합학회지 2009:25(4):389~399)

서 론

임플란트의 초기 안정성 (Initial stability)은 임

플란트의 성공과 예후를 판단할 수 있는 요소 중

의 하나이다. 임플란트 식립 후 적정 수준의 초

기 안정성은 특히 낮은 골질을 가진 환자의 예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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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단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 초기 안정성이 클수

록 임플란트와 골간의 미세 움직임이 줄어들어

수술 후 회복과 골 형성이 잘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준다. 이러한 초기 안정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는 크게 세 가지가 있다: 임플란트 디자인,

수술 테크닉, 그리고 골질이다.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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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기 안정성을 평가하는 방법에는 여러 가지

가 소개되어 있다. 하지만 확실한 기준이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니며 각 방법마다 논란의 여지가 있

다. Periotest는 비침습적인 (non invasive) 방법 중

하나이나 미세한 변화를 반영하지 못한다고 알

려져 있다.2,3 공진 주파수 분석 (Resonance

Frequency Analysis) 측정은 임상에서 식립 직후

초기 안정성을 평가하기에 좋은 방법이다.
4,5

하

지만 공진 주파수 값과 초기 안정성과의 관계에

대하여 영향을 주는 요소로는 임플란트 고정체

의 길이, 직경, 형태 (geometry), 식립 위치 및 지

대주의 길이가 있으며, 이런 요소들의 변화에 따

라서 공진 주파수 값이 다르게 나타날 수 있다고

하였다.
6
그리고 공진 주파수 값의 경우 서로 다

른 임플란트 시스템 사이에서는 비교가 어렵다

는 연구도 있다.
7

다른 방법으로는 식립 토크 (Insertion torque)를

측정하여 비교하는 방법이 있다.8 낮은 수치는

임플란트의 초기 안정성이 약해 좋지 않은 예후

를 보인다고 말할 수 있고, 너무 높은 수치 또한

단단한 골질에서 골괴사 (bony necrosis)를 유발

하여 임상적으로 좋지 않다고 할 수 있다. 그 외

로는 push-out, pull-out test 등을 이용하여 임플란

트와 골간의 결합력을 평가하는 방법이 소개되

어 있다.
9

일반적으로 테이퍼 (taper) 모양의 임플란트가

실린더 (cylinder) 모양의 임플란트 보다 높은 식

립 토크 값을 가진다. 그리고 발치 후 즉시 식립

(immediate placement)하는 경우에도 테이퍼 모양

의 임플란트가 더 좋은 고정력을 보여 준다. 이

는 테이퍼 모양의 임플란트가 식립 시 주변 골을

압축 시키는 효과가 더 크기 때문이다.
10,11

이러

한 테이퍼 모양의 임플란트는 현재 여러 회사에

서 소개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임플란트 고정체가 테이퍼 모

양을 가지고 있는 GSⅢ 시스템 (Osstem Implant

Co., Busan, Korea)과 Replace Select 시스템

(Nobel Biocare, Gőteborg, Sweden) 두 가지를 비

교하였다. 이 두 가지 시스템의 가장 큰 차이점

은 self-tapping을 위한 cutting blade의 유무이다.

Self-tapping 임플란트는 임플란트의 초기 고정력

을 높이는 효과를 갖고 있으며, 절삭 능력도 증

가시켜 준다. 이 디자인은 tapping 단계를 생략할

수 있어 초기 고정력의 향상을 보여준다고 할 수

있다.12 하지만 cutting blade가 표면적을 줄여 임

플란트와 골간의 접촉을 줄인다는 보고도 있어

아직 cutting blade가 초기 고정력에 미치는 영향

이 명확하게 밝혀지지 않은 상태이다.13

본 연구의 목적은 테이퍼 형태를 가진 두 종류

의 임플란트에서 서로 다른 디자인에 따른 모양

의 차이가 연질 골에서의 초기 안정성에 주는 영

향을 실험실적 조건에서 알아보는 것이다. 초기

안정성은 식립 토크, 공진 주파수 측정, 그리고

pull-out test를 통하여 비교하였다.

연구 재료 및 방법

1. 연구 재료

1) 모형골

본 연구에서는 임플란트 식립을 위해 폴리우

레탄 재질의 모형 골 (SAWBONES, Pacific

Research Laboratories Inc, Vashon, USA)을 사용하

였다. American Society for Testing Materials에서

는 폴리우레탄 모형 골이 인간 골질의 기계적인

특성을 보여준다고 하였다.14 정형외과에서 사용

하는 임플란트의 기계적 특성 실험에서도 폴리

우레탄을 이용하여 제작한 모형골을 사용하고

있다.15 폴리우레탄 모형 골은 여러 종류의 피질

골과 해면골로 나누어져 있는데, 본 연구에서는

Lekhorm과 Zarb
16
의 골 밀도 분류를 재현하기 위

하여 폴리우레탄 모형골을 Table I과 같은 조합

으로 가정하여 구성하고, 이중 가장 연질 골

(poor bone)인 D4 bone에 해당하는 두께와 밀도

의 모형 골을 사용하였다 (Fig. 1).

2) 임플란트 고정체

테이퍼 형태의 서로 다른 디자인을 가지고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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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rtical Cancellous

Type
Solid Rigid Polyurethane

Form (Grade)

Thickness

(㎜)

Density

(g/cc)

Solid Rigid Polyurethane

Form (Grade)

Thickness

(㎜)

Density

(g/cc)

D1 50 3 0.80 # 30 27 0.48

D2 40 1.5 0.64 # 20 28.5 0.32

D3 40 1 0.64 # 10 29 0.16

D4 - 0 - # 10 30 0.16

Table I. Specification for Solid Rigid Polyurethane Form blocks used in this study

Fig. 1. D4 bone model using Solid Rigid Poly-

urethane Form Grade 10 (SAWBONES,

Pacific Research Laboratories Inc,

Vashon, USA).

는 GS Ⅲ 시스템 (Osstem Implant Co., Busan,

Korea)과 Replace Select 시스템 (Nobel Biocare,

Gőteborg, Sweden)을 사용하였다 (Fig. 2). GSⅢ

시스템에서는 4.0 ㎜의 지름과 10.0 ㎜의 길이를

갖는 임플란트 고정체 10 개를 사용하였고,

Replace Select 시스템에서는 4.3 ㎜의 지름과

10.0 ㎜의 길이를 갖는 임플란트 고정체 10 개를

사용하였다.

Fig. 2. GS Ⅲ System designed with cutting

edge for self tapping (OSSTEM Implant

Co., Busan, Korea)과 Replace Select

System designed without cutting edge

(Nobel Biocare, Sweden).

2. 연구 방법

1) 임플란트 식립 및 식립 토크 측정

임플란트 식립은 CAD/CAM 방식의 임플란트

고정체 식립기 (Osstem Implant Co., Busan,

Korea)를 이용하여 진행하였다 (Fig. 3). 이 임플

란트 고정체 식립기는 컴퓨터의 제어를 통해 일

정한 깊이와 일정한 속도로 임플란트 고정체의

식립을 진행할 수 있도록 고안하여 제작된 장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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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 Implant Fixture Installation Device

(OSSTEM Implant Co., Busan, Korea).

로 식립과 동시에 식립 토크 (Insertion torque)를

측정할 수 있도록 되어있다. 시스템 당 각 5개의

임플란트가 식립되었다. 이 때 기준은 D4골 상태

에서 제조사가 추천하는 프로토콜에 따른 식립

방법에 맞춰졌다 (Fig. 4). 각 임플란트 식립 시

매식 장비를 이용하여 식립 토크를 측정하였다.

2) 공진 주파수 측정

식립이 완료 된 후 Osstell
TM

Mentor (Integtian

Diagnostic Ltd., Savedalen, Sweden)를 이용하여

ISQ 값을 시스템 당 5 개의 모형에서 측정하였다.

Fig. 4. Surgical procedures were performed following procedure recommended by each manufacturers.

#6 Smartpeg (Integration Diagnostics AB.,

Gemlestadsvagen, Sweden)을 이용하여 각 모형 당

협측, 설측, 근심측, 원심측에서 1 회씩 측정하였

다. 측정한 4 개의 값을 평균을 내어 각 샘플의

공진 주파수 값으로 처리하였다.

3) Pull-out test

각 시스템 당 5 개의 임플란트를 제조사의 지

시대로 추가 식립하였다. 식립한 임플란트 위에

2-piece transfer coping의 guide pin을 연결한 후

Instron Dynamic Matertial Testing Machine

(Instron, Bucks, UK)을 이용하여 각 시편의

pull-out 시 발생하는 토크를 측정하였다.

4) 통계분석

수집된 자료는 SPSS ver. 12.0 (SPSS Inc.

Chicago, USA)를 이용하여 통계처리 하였다. 식

립 토크, 공진 주파수, 그리고 Pull-out test 결과에

서 두 그룹 간 차이의 유의성을 검증하기 위해

Mann-Whitney test를 시행하였다. 그리고 두 그룹

내에서의 식립 토크, 공진 주파수, 그리고

Pull-out test 간의 연관도를 측정하기 위해

Spearman 상관계수를 이용한 상관분석을 시행하

였다. 통계적 유의 수준은 신뢰구간 95%로 설정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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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 과

1. 식립 토크

식립 토크는 임플란트 고정체 식립기에 연결

된 컴퓨터로 측정하였다. 이 결과는 다음과 같다

(Table II, Fig. 5, 6). 제조사의 권장방법에 따라

식립 시, 식립 토크는 non-self tapping 방식인

Replace Select 시스템 (16.9 ± 0.28 Ncm)이 self

tapping 방식인 GS Ⅲ 시스템 (11.43 ± 0.52 Ncm)

보다 높은 평균값을 보였다. 이 차이는 통계적으

로 유의하였다 (P = 0.008).

2. 공진 주파수

식립 직후 Osstell
TM

Mentor를 이용하여 공진

주파수를 측정하였다 (Table III, Fig. 7). 제조사의

Fig. 5. Insertion Torque curve of two implant

systems

Implant System #1 #2 #3 #4 #5 Average St-Dev

GS Ⅲ 11.72261 10.89068 11.05035 11.30244 12.17639 11.42849 0.522967

Replace Select 16.97467 16.59653 16.55451 17.02509 17.17635 16.86543 0.275261

Table II. Means and standard deviations of Insertion Torque value (Ncm)

권장방법에 따라 식립 시, 공진 주파수는 non-

self tapping 방식인 Replace Select 시스템 (52.9 ±

0.88 ISQ)이 self-tapping 방식인 GSⅢ 시스템

(52.8± 0.50 ISQ)과 거의 비슷한 평균값을 보였으

면 통계학적으로 차이가 없었다.

3. Pull-Out Test

식립한 임플란트 위에 지대주를 연결한 후

Instron Dynamic Material Testing Machine을 이용

하여 pull-out 시 발생하는 토크를 측정하였다

(Table IV). Pull-out 토크는 일정 수준까지 증가

후 다시 감소하는 형태의 값을 보였다 (Fig. 8).

제조사의 권장방법에 따라 식립 시, Pull-out 토크

의 최대값은 non-self tapping 방식인 Replace

Select 시스템 (110.7 ± 4.06 Ncm)이 self tapping

방식인 GS Ⅲ 시스템 (101.01 ± 3.08 Ncm)보다

Fig. 6. Box plots of the Insertion Torque values

grouped by implant system.



김덕래․김명주․권호범․이석형․임영준

대한치과턱관절기능교합학회지 25권 4호, 2009394

Implant System #1 #2 #3 #4 #5 Average St-Dev

GS Ⅲ 52.50 52.50 53.50 53.00 52.25 52.80 0.5

Replace Select 51.75 54.00 53.00 53.25 52.25 52.90 0.876784

Table Ⅲ. Means and standard deviations of ISQ value

Fig. 7. Box plots of the ISQ values grouped by

implant system.

Implant System #1 #2 #3 #4 #5 Average St-Dev

GS Ⅲ 98.51 105.50 98.72 99.40 102.93 101.012 3.079476

Replace Select 111.56 112.07 105.86 107.61 116.22 110.664 4.063684

Table Ⅳ. Means and standard deviations of Pull-Out Torque value

Implant System Methods Spearman's correlation Significance

GSⅢ

Insertion Torque versus ISQ -0.564 0.322

Insertion Torque versus Pull-Out Torque -0.300 0.624

ISQ versus Pull-Out Torque -0.410 0.493

Replace Select

Insertion Torque versus ISQ -0.300 0.624

Insertion Torque versus Pull-Out Torque 0.600 0.285

ISQ versus Pull-Out Torque -0.100 0.873

Table Ⅴ. Correlation of the different clinical outcome variables(Insertion Torque, ISQ, Pull-Out Torque)

높은 평균값을 보였다. 이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

의하였다 (P = 0.008).

4. 상관관계 분석

식립 토크와 공진 주파수, 그리고 pull-out 최대

토크 간의 상관관계를 분석해 본 결과 다음과 같

은 결과를 보여 주었다 (Table V). 각 그룹에서의

식립 토크와 pull-out 최대 토크 그리고 공진 주

파수 간의 상관관계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

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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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8. Pull-Out Torque curve of two implant systems.

총괄 및 고안

본 연구에서는 식립 토크, 공진 주파수 측정,

그리고 pull-out test를 통해 연질 골에서의 초기

안정성을 측정하였다. 식립 토크는 시술자가 수

술 중에 초기 고정을 느낄 수 있는 가장 쉬운 방

법 중의 하나로 즉시 식립과 조기 하중

(immediate placement and early loading)의 여부를

판단 할 수 있는 기준이 된다. 공진 주파수 분석

은 임플란트 고정체의 초기 고정을 공명 주파수

를 이용하여 측정하는 방식으로 ISQ (Implant

Stability Quotient) 라는 임플란트 안정도 지수로

나타내며, immediate loading이 가능한 ISQ 값은

문헌에 따라 약간의 차이가 있으나 보통 65 이상

이면 가능한 것으로 보고 있다.
17

Pull-out test는

임플란트 고정체에 작용하는 외력에 대한 저항

력을 확인함으로써 bone에 고정되어 있는 고정

체의 고정 정도를 확인할 수 있는 시험이다.

측정한 초기 안정성은 다른 조건이 동일하다

는 가정 하에 식립 토크, pull-out test에서 non

self-tapping 디자인이 self-tapping 디자인에 비하

여 더 높게 측정되었다. 하지만 공진 주파수 측

정 결과는 다른 두 측정 방법과는 달리 큰 차이

가 나지 않았다.

식립 토크를 측정하는 방법은 임플란트 나사

선의 cutting force를 제외한 상태에서 임플란트

식립 시 주변 골에 가해지는 압축력과 임플란트-

골 계면 (implant-bone interface)에서 발생하는 마

찰력을 측정하는 방식이다. 여러 임상 연구에서

적정 수준의 식립 토크는 즉시 임플란트 하중 시

가능성을 판단할 근거가 된다고 보고 있다. 4,18

하지만 이 방법은 임플란트 식립 시에만 사용할

수 있어 장기적인 임상 데이터를 모으기는 불가

능한 방법이다. 식립 토크의 경우 non-self tapping

방식인 Replace Select 시스템이 self tapping 방식

인 GSⅢ 시스템보다 높은 평균값을 보였다. 이

러한 결과의 원인으로는 우선 cutting blade의 유

무를 생각해 볼 수 있다. Self tapping 방식의 경

우, 첨단 1/3 부위는 cutting blade로 인해 non-self

tapping 방식보다 더 좁은 thread 면적이 골과 접

촉하게 된다. 이러한 설계상의 특징이 연질골에

서의 임플란트 초기 고정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추정해 볼 수 있다. 다른 원인으

로는 두 임플란트 시스템 간의 지름 차이를 생각

해 볼 수 있다. Replace Select 시스템의 경우는

4.3 ㎜, GSⅢ 시스템의 경우 4.0 ㎜ 의 고정체 지

름을 갖고 있다. 그리고 제조사에서 지시하는 연

질골에서의 수술 술식을 살펴보면 (Fig. 4), 두 시



김덕래․김명주․권호범․이석형․임영준

대한치과턱관절기능교합학회지 25권 4호, 2009396

스템 모두 3.5 ㎜ tapered drill 까지 사용한 후 고

정체를 식립하였다. 이러한 고정체 지름과 drill

지름 간의 차이가 식립 시 주변 골에 가하는 압

축력 차이를 가져올 수 있다. 본 실험의 경우, 더

넓은 지름을 갖는 Replace Select 시스템이 GSⅢ

시스템보다 더 높은 압축력을 주변 골에 가했을

가능성을 생각해 볼 수 있다.

Meredith 등은 임플란트의 안정성을 공진 주파

수를 통해 비 침습적인 방법으로 측정할 수 있다

고 소개하였다.
3
이 방법은 임플란트 고정체 상

방으로 electronic transducer를 체결한 후, 환자가

느끼지 못할 만큼 낮은 전압의 전류를 transducer

를 통해 전달하는 방법이다. 이 측정값은 컴퓨터

에 의해 공진 주파수 값으로 변환이 된다. 공진

주파수 수치가 감소하는 경우 고정 정도의 감소

와 연관이 있어 임플란트 실패의 가능성이 높다

고 판단할 수 있게 된다. 그래서 공진 주파수 측

정은 임플란트의 성공과 실패를 예측하기 위해

사용되고 있다. Self tapping 방식의 임플란트에

서 공진 주파수 값과 식립 토크 값이 모두 높았

던 실험도 있었다.4 하지만 공진 주파수 값이 서

로 다른 임플란트 시스템 간의 초기 고정력을 비

교할 만한 기준이 아니라고 하는 실험도 있다.
7

이 실험에서는 공진 주파수 값이 개별 임플란트

시스템 내에서 한정되어 판단되어야 한다고 하

였다. 다른 실험 결과에서도 공진 주파수 값은

장기간에 걸친 측정을 통해 임플란트의 안정을

판단하는 기준이 될 수는 있어도, 한 번의 측정

만으로는 의미가 줄어든다고 이야기하고 있다.
19

본 연구에서는 non-self tapping 방식인 Replace

Select 시스템 (52.9 ± 0.88 ISQ)이 self-tapping 방

식인 GSⅢ 시스템 (52.8± 0.50 ISQ)과 거의 비슷

한 평균값을 보였다.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은

차이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두 시스템 간의 초기

안정성을 공진 주파수 값을 통해 비교하기에는

무리가 있다고 할 수 있다.

많은 실험실 또는 생체 내 실험에서 push-out

또는 pull-out test 가 시행되었다. 하지만 이는 실

험의 세부적인 차이에 매우 민감한 방법이어서

서로 다른 실험 결과를 직접 비교하기가 힘들

다.
20

그러나 일반적으로 Push-pull test에서 판단

은 초기 힘에 대한 저항력으로 판단하며, 식립

직후 초기에 작은 힘이 작용했을 때 대응되는 임

플란트 고정체의 변위량이 작은 것이 초기 고정

력이 우수한 제품이다.

본 연구에서는 pull-out 토크는 일정 수준까지

증가 후 다시 감소하는 형태의 값을 보였으며 최

대값은 non-self tapping 방식인 Replace Select 시

스템이 self tapping 방식인 GSⅢ 시스템보다 높

은 평균값을 보였다. 이러한 결과의 원인으로는

식립 토크의 결과와 마찬가지로 cutting blade의

유무와 지름의 차이를 생각해 볼 수 있다. Self

tapping 방식의 경우, 첨단 1/3 부위는 cutting

blade로 인해 non-self tapping 방식보다 더 좁은

thread 면적이 골과 접촉하게 되어 낮은 pull-out

토크가 나옴을 추정해 볼 수 있다. 그리고 더 넓

은 지름을 갖는 Replace Select 시스템이 GSⅢ 시

스템보다 더 높은 압축력을 주변 골에 보이고 있

어 pull-out 토크가 높게 나왔을 가능성도 생각해

볼 수 있다.

식립 토크와 pull-out 토크에서 다른 인자인 임

플란트 고정체의 지름 차이를 조절하지 못한 점

은 본 실험의 한계이며, 다음 연구에서는 이러한

점을 보완해야 할 것이다.

각 실험 결과 간의 상관관계를 분석해 본 결

과, 같은 시스템 내에서의 식립 토크와 pull-out

토크, 그리고 공진 주파수 간에는 상관관계가 약

함을 알 수 있었다. 이는 적은 수의 표본에서 기

인한 것으로 생각되며, 이 역시 다음 연구에서

보완되어야 할 것이다.

결 론

Solid Rigid Polyurethane Form으로 연질 골 상

태인 D4 골 모형을 재현하여 시행한 제한된 실

험실적 조건에서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을 수 있

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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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Non self-tapping 방식의 경우 self-tapping 방식

보다 더 높은 식립 토크와 pull-out 토크를 나

타냈다.

2. 공진 주파수 값의 경우 두 가지 방식에서 유의

할 만한 차이를 보여주지 못하였다.

3. 각 그룹에서의 식립 토크와 pull-out 최대 토크

그리고 공진 주파수 간의 상관관계는 통계적

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위의 결과에 따르면 연질골에서의 초기 고정

력이 non-self tapping 방식의 임플란트가 self

tapping 방식의 임플란트 보다 더 높다고 볼 수

있다. 하지만 cutting blade 외에 다른 디자인 요

인 조절의 어려움과 적은 표본 수는 이번 연구의

한계라고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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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 Vitro Study on the Initial Stability

of Two Tapered Dental Implant Systems in Poor Bone Qual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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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successful outcome of dental implants is mainly the result of intial implant stability following placement. The aim

of this study was to investigate the effect of a self-tapping blades and implant design on initial stability of two tapered

implant systems in poor bone quality.

The two different implant systems included one with self-tapping blades and one without self-tapping blades. D4 bone

model using Solid Rigid Polyurethane Form was used to simulate poor bone densities. The insertion torque during implant

placement was recorded. Resonance frequency Analysis (RFA), measured as the implant stability quotient (ISQ), was

assessed immediately after insertion. Finally, the implant-bone specimen was transferred to an Universal Testing Machine

to measure the axial pull-out force.

Insertion torque values and maximum pull-out torque value of the non self-tapping implants were significantly higher

than those in the self-tapping group (P = 0.008). No statistically differences were noted between the two implant designs

in RFA. Within the each implant system, no correlation among insertion torque, maximum pull-out torque and RFA value

could be determined.

Higher insertion torque of the non-self-tapping implants appeared to confirm higher clinical initial stability. In conclusion,

implants without self-tapping blades have higher initial stability than implants with self-tapping blades in poor bone quality.

Key words: Taper body implant, Initial stability, Bone quality, Insertion torque, Resonance frequency analys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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