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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플란트의 형태가 초기 안정성에 미치는 영향

부산대학교 치과대학 보철학교실,
1
대학원생,

2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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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플란트-골 계면상에 미세동요 없이 회복기를 가지는 것은 골융합을 위해서 필수적이다. 이를 위해 임플란트

의 초기 안정성은 성공적인 예후를 위해서 중요한 요건이다. 충분한 골질과 골량은 임플란트의 초기 안정성과

조기 실패 방지를 위해 중요한 요소이지만, 임플란트가 갖는 외형적 특성이 초기 안정성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는 부족하다. 이에 본 연구는 임플란트의 형태가 초기 안정성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고자 하였다. 골질에

따라 피질골과 해면골의 두께가 서로 다른 모형골에 straight body의 USⅡ, GSⅡ, SSⅡ system과 tapered body의

GSⅢ system (OSSTEM Implant Co., Seoul, Korea) 임플란트를 식립하고 식립 회전력과 공진 주파수 및 동요도를

측정하였다. 이번 실험에서 초기 안정성에 주요한 영향을 미치는 요소는 골질로 나타났다. 임플란트의 형태에 따

라 이중 나사선을 가지는 GSⅡ 임플란트가 초기 안정성은 높게 나타났으며 tapered 한 임플란트가 straight 임플란

트에 비해서 높은 초기 안정성을 얻을 수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또한 tapered 임플란트 식립 시 임플란트의 외형과

조화된 식립구를 형성하는 것이 피질골이 두꺼운 경우 피질골에 과도한 압축력을 감소시키고 반대의 경우 해면골

로부터 좀 더 많은 골고정을 얻을 수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주요어: 골질, 임플란트 외형, 초기 안정성 (구강회복응용과학지 2010:26(1):47~57)

서 론

초기 안정성은 임플란트 식립 후 일어날 수 있

는 미세동요를 감소시켜 연조직의 형성 없이 골

유착이 이루어지도록 도와준다.
1-3)

특히 근래에

보고가 증가되고 있는 즉시 부하를 목적으로 식

립된 임플란트가 성공적으로 기능하기 위해서

초기 안정성은 매우 중요한 요소이다.
1,4-7)

초기 안정성은 골-임플란트 간에 발생하는 압

축력과 접촉면적에 의해 결정되는데, 골질, 골량,

외과적 술식 그리고 임플란트의 형태 등이 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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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끼친다.1-5)

골질, 골량 등이 임플란트의 초기 안정성에 미

치는 영향을 측정한 다양한 연구들이 있었지만

다변하고 있는 임플란트의 형태 차이가 초기 안

정성에 미치는 영향을 실험한 연구는 그 수가 적

다. 이전의 연구들
8-10)

은 주로 한정된 골질에 식

립된 임플란트의 초기 안정성을 측정한 것으로

다양한 골질조건하에서 임플란트의 형태가 초기

안정성에 미치는 영향을 예측하는 것에는 한계

가 있으며, 또한 동일한 식립구를 형성하여 서로

다른 형태의 임플란트를 식립 하였기 때문에 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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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B)

Fig. 1. Schematic diagram (A) and cross-section view (B) of dummy bone.

플란트 외형과 식립구 형태간 관계가 초기 안정

성에 미치는 영향을 알기가 어렵다.
11)

이외에도

초기 안정성은 평가방법에 따라 차이를 보일 수

있기 때문에2,3,9) 다양한 평가법간의 상호 연관성

에 대한 검증도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다양한 골질 조건하에서

임플란트의 외형적 특성과 초기 안정성과의 관

계를 식립 회전력 측정법, 공진 주파수와 동요도

분석법을 통하여 분석하고 더불어 식립구 형태

가 초기 안정성에 미치는 영향을 함께 알아보고

자 하였다.

연구 재료 및 방법

1. 연구재료

1) 모형골

임플란트 식립을 위해 폴리우레탄 재질의 모

형골 (SAWBONE, Pacific Research Laboratories

Inc., Vashon, USA)을 사용하였다 (Fig. 1). 4종류

의 모형골은 골질에 따라 서로 다른 두께의 피질

골과 해면골로 구성되어 있다 (Table Ⅰ).

2) 임플란트

실험을 위해 straight body를 가지는 standard

type의 USⅡ, GSⅡ, SSⅡ system과 tapered body

Fig. 2. Schematic diagram of USⅡ(A), SSⅡ

(B), GSⅡ(C) and GSⅢ(D).

Fig. 3. Characteristics of thread design in GSⅢ.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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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rtical Cancellous

Type Thickness(mm) Density(g/cc) Thickness(mm) Density(g/cc)

D1 3.0 0.80 27.0 0.40

D2 1.5 0.80 28.5 0.32

D3 1.0 0.80 29.0 0.16

D4 0.0 0.80 30.0 0.08

Table Ⅰ. Characteristics of dummy bone

의 GSⅢ system (OSSTEM Implant Co., Seoul,

Korea)중 직경과 길이가 동일한 임플란트를 선택

하였다 (Fig. 2). Tapered body의 GSⅢ는 USⅡ, SS

Ⅱ, GSⅡ 들과는 다르게 몸체의 측벽이 경사지

며, 경부로 근접할수록 GSⅡ와 유사하게 나사선

의 개수는 증가하지만 깊이는 얕아지는 형태적

특성을 가진다 (Fig. 3). 표면 손상에 따른 실험오

차를 최소화하기 위해 측정법에 따라 10개씩 총

50개의 새 임플란트를 사용하였다 (Table Ⅱ).

2. 연구 방법

1) 임플란트 식립 및 최대 회전력 측정

식립 시 오차를 방지하기 위해 자동 천공기

(OSSTEM Implant Co., Busan, Korea)를 이용하여

직경 3.8mm의 드릴을 선택하고 임플란트 길이보

다 1 mm 깊게 식립 구멍을 형성하였다 (Fig. 4).

Fixture Length(mm)
Diameter of thread(mm)

Body type
Internal External

USⅡ 11 .5 3 .80 4 .0 straight

SSⅡ 11 .5 3 .80 4 .0 straight

GSⅡ 11 .5 3 .85 4 .0 straight

GSⅢ 11 .5 3 .95 4 .2 tapered

Table Ⅱ. Type of fixtures

Tapered body의 GSⅢ는 straight한 형태의 GSⅡ용

직경 3.8mm drill (GSⅢs군)과 제조사의 지시를

따르는 GSⅢ전용 직경 4.0mm taper drill(GSⅢt

군)을 사용하여 각각의 식립구를 형성하고 식립

Fig. 4. Forming of insertion hole with auto drilling machi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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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전력을 측정하였다 (Fig. 5).

임플란트 진료용 엔진인 INTRA surg 300

(KaVo, Biberach, Germany)을이 용하여 생리식염

수 주수 하에 30 rpm 으로 임플란트를 식립 하였

다. 식립 동안 엔진 본체의 액정 화면상에 표시

되는 토크의 최대 수치를 식립 회전력으로 기록

하였다.

3) 공진 주파수 및 동요도 측정

식립 후, Smartpeg
TM

(Osstell AB., Gothenburg,

Sweden)을 10 Ncm 으로 연결하고 Osstell

mentorTM (Osstell AB., Gothenburg, Sweden)를 이

용하여 공진 주파수를 동일한 방향으로 5회 반

복 측정하였다. 측정된 주파수는 임플란트 안정

도 지수 (Implant Stability Quotient, ISQ)로 기록하

였다. 이후 Periotest (Medizintechnik Gulden,

Modautal, Germany)를 이용하여 동일한 방향으로

동요도를 5회 반복 측정하였다. 동요도는

Periotest의 LCD 화면상에 나타나는 Periotest

value (PTV)값으로 기록 하였다.

Fig. 5. Schematic diagram of taper drill for GS

Ⅲ system.

3) 통계분석

본 연구의 통계처리는 SPSS 12.0K를 사용하였

다. 이원 분산분석과 Duncan method를 이용하여

임플란트 형태와 골질에 따른 식립 회전력과 공

진 주파수, 동요도의 유의차를 검정하고, 골질과

형태 변수가 측정법에 미치는 영향도를 알아보

기 위해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그리고 세 측정

법간의 연관성을 알아보기 위해 상관분석을 시

행하였다.

결 과

1. 식립 회전력 (Table Ⅲ과 Fig. 6)

식립 회전력은 최소 1.89, 최대 105.36로 형태

와 골질에 따라 다양하게 나타났으며, 모형골의

피질골부가 두꺼울수록 증가하였다 (p<.05). 실

험에 사용된 임플란트 중 USⅡ가 가장 낮은 식

립 회전력을 보였고 (p<.05) GSⅢ군들이 비교적

높은 측정값을 보였다. SSⅡ와 GSⅡ는 비슷한

값을 보였으나, D1, D4에서는 GSⅡ가 높은 측정

값을 보였다 (p.<05). 식립구의 형태에 따라 D1,

D2 모형골에서는 GSⅢs가 가장 높은 식립 회전

력을 보였고 (p<.05), D3, D4에서는 GSⅢt와 GS

Ⅲs간에 유의한 차이는 없었다 (p>.05).

Fig. 6. Mean values of insertion torque (Nc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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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one quality

Group D1 D2 D3 D4

US Ⅱ 66.44 ±0.78
e

24.00 ±3.27
i

12.30 ±1.06
k

1.89 ±0.09
n

SS Ⅱ 75.53 ±1.65d 28.00 ±2.21h 15.70 ±0.85j 2.57 ±0.25m

GS Ⅱ 95.00 ±2.75c 29.20 ±1.48h 16.80 ±1.23j 3.43 ±0.22l

GS Ⅲs 105.36 ±4.01
a

57.80 ±1.70
f

23.00 ±1.94
i

3.59 ±0.33
l

GS Ⅲt 102.11 ±3.29b 53.10 ±2.23g 23.20 ±1.62i 3.61 ±0.19l

Different superscript lowercase letters indicate significant differences (p<.05).

Table Ⅲ. Mean values and SDs of insertion torque (Ncm)

2. 공진 주파수 (Table Ⅳ와 Fig. 7)

ISQ value는 최소 41.30, 최대 82.30으로 형태와

골질에 따라 다양하게 나타났으며, 모형골의 피

질골부 두께가 두꺼워질수록 증가 하였다

(p<.05). USⅡ가 가장 낮은 ISQ value를 나타내었

고 GSⅡ가 SSⅡ에 비해서 높은 측정값을 보였다

(p.<05). 실험에 사용된 임플란트 중 GSⅢ군들이

가장 높은 측정값을 보였으며 (p.<05), 식립구의

형태에 따라 D1, D2 모형골에서는 GSⅢs가 가장

높은 ISQ value를 보였고 (p.<05), D3, D4에에서

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는 않지만 GSⅢt가 가장

높은 평균 측정값을 보였다.

Bone Quality

Group D1 D2 D3 D4

US Ⅱ 76.22 ±0.86d 67.82 ±2.52i 52.86 ±1.54m 41.30 ±1.22q

SS Ⅱ 76.96 ±1.05
d

70.34 ±0.75
h

61.48 ±0.69
l

46.80 ±1.41
p

GS Ⅱ 79.56 ±0.69c 72.68 ±0.93f 62.22 ±1.17k 46.88 ±2.26o

GS Ⅲs 82.30 ±1.43a 73.20 ±1.03e 63.10 ±1.48j 47.64 ±2.23n

GS Ⅲt 80.60 ±1.21
b

71.58 ±0.93
g

63.12 ±1.67
j

48.22 ±1.70
n

Different superscript lowercase letters indicate significant differences (p<.05).

Table Ⅳ. Mean values and SDs of ISQ

Fig. 7. Mean values of ISQ.



조재명․김창섭․윤미정․정창모․서승우

구강회복응용과학지 26권 1호, 201052

3. 동요도 측정 (Table Ⅴ와 Fig. 8)

PTV는 최소 -0.27, 최대 24.85 사이에서 다양한

값을 보였으며 모형골의 피질골부가 두꺼위질수

록 감소하였다 (p<.05). USⅡ가 모든 골질에서

가장 높은 PTV를 보였으며 (p<.05), GSⅢ군들이

비교적 낮은 평균값을 보였다. GSⅡ가 SSⅡ에

비해 낮은 PTV를 나타내었지만 D2, D4에서는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p>.05). 식립구의 형태에

따라서 straight한 식립구의 GSⅢs가 D1, D2 모형

골에서 가장 낮은 PTV를 보였고 D3, D4에서는

tapered한 식립구의 GSⅢt가 가장 낮은 PTV를 나

타내었다 (p<.05).

Fig. 8. Mean values of Periotest.

Bone Quality

Group D1 D2 D3 D4

US Ⅱ 1.23 ±0.07j 4.20 ±0.28h 14.34 ±0.98d 24.85 ±2.05a

SS Ⅱ 0.20 ±0.10
k

1.86 ±0.18
i

9.23 ±0.77
e

16.84 ±1.64
b

GS Ⅱ -0.10 ±0.25l 1.87 ±0.34i 7.94 ±0.20f 17.06 ±1.11b

GS Ⅲs -0.27 ±0.12l 1.48 ±0.28j 5.60 ±0.37g 15.44 ±0.24c

GS Ⅲt -0.22 ±0.19
l

1.86 ±0.14
i

4.75 ±0.38
h

14.51 ±0.59
d

Different superscript lowercase letters indicate significant differences (p<.05).

Table Ⅴ. Mean values and SDs of Perio test

4. 골질과 형태의 영향

임플란트 형태와 골질 둘 다 Insertion Torque,

ISQ value, PTV에 영향을 주었으며, ISQ value에

가장 큰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Table

Ⅵ). 임플란트 형태, 골질 두 요소 중 골질이 더

큰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p<.05).

5. 측정방법간의 상호 관계

Insertion torque, ISQ value 그리고 PTV 간의 관

련성을 알아보기 위한 상관관계분석에서 모형골

의 종류에 따른 차이는 존재하지만 ISQ value와

PTV는 강한 상관관계를 보였다. 식립 회전력은

D1과 D4에서 ISQ value와 강한 상관관계 보였고,

PTV와는 D1, D2 그리고 D4에서 강한 관계를 보

였다 (Table Ⅶ).

Insertion Torque ISQ value PTV

F(p) F(p) F(p)

Type 65 .246 95 .535 89 .348

Bone quality 1368 .904 3117 .435 1160 .337

Table Ⅵ. Regression analysis of type and bone

qual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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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sertion Torque ISQ Periotest

Insertion Torque 1 - -

ISQ value
D1: .896 D3: .439

1 -
D2: .486 D4: .788

PTV
D1: -.887 D3: -.376 D1: -.790 D3: -.929

1
D2: -.552 D4: -.850 D2: -.717 D4: -.854

Table Ⅶ. Correlation coefficient between methods

총괄 및 고안

전통적인 Branemark protocol을 따를 경우 임플

란트 식립은 치아 발거 후 약 12개월의 발치와

회복기간이 지난 뒤에 가능하다.
12,13)

더불어 임

플란트의 식립 후에도 3-6개월간의 치유기간을

가진 후에야 기능이 가능하다.14,15) 치료기간이

길어질수록 환자는 치아상실에 따른 심미적, 기

능적 손상을 더욱 많이 경험하게 된다. 그래서

근자에 임상에서 시도되고 있는 임플란트 식립

후 즉시 부하는 치료기간을 줄이고 수술과정을

감소시킬 뿐만 아니라 환자의 사회활동과 심리

적 정신적 안정을 제공할 수 있다.1,4,7,16) 식립된

임플란트의 즉시 부하와 초기 기능을 위해서 중

요한 초기 안정성은
16-20)

골질, 골양, 수술법, 임플

란트의 형태 특성 등에 의해서 영향을 받는다.2,3)

골질은 임플란트의 초기 안정성에 영향을 미

치는 가장 중요한 요소로
16-20)

골질이 좋지 않은

부위에서 낮은 초기 안정성을 보일 뿐만 아니라
2,3,21,22)

높은 실패율이 보고되고 있다.
19,23)

본 실험

결과 식립 회전력, 공진 주파수, 동요도는 모형

골의 피질골부가 두꺼울수록 높게 나타났으며

(Table Ⅲ, Ⅳ, Ⅴ) 형태보다는 골질이 측정값에

더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Table

Ⅵ). 이는 피질골이 두꺼울수록 임플란트 식립

시 발생하는 압축력이 증가되어
24,25)

안정성을 얻

는데 유리하기 때문으로 이전 연구들
22,23,26,27)

과

유사한 결과이다. 식립 회전력은 임플란트가 식

립 시 주변 골질에서 받게 되는 회전저항력을 표

시한 것으로
3)
골질이 큰 영향을 미치고

19,22)
공진

주파수 또한 상방 피질골의 두께가 측정값에 영

향을 미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2,3)

골질이 좋지 않은 부위에서는 임플란트의 형

태와 수술 방법 등을 변화시켜 초기 안정성을 증

가 시킬 수 있다.21) Lazzara등16)은 발치 후 즉시

식립 임플란트의 시술방법을 기술하며 초기 안

정성을 얻기 위한 임플란트의 형태를 강조하였

으며 임플란트가 가지는 외형적 특성에 따라서

임플란트의 초기 안정성은 다를 수 있다.
9)

본 실험결과 임플란트의 형태적 특성에 따른

초기 안정성의 차이는 standard 형태의 USⅡ, SS

Ⅱ, GSⅡ 비교 시, USⅡ가 가장 낮은 초기 안정

성을 보였으며 GSⅡ가 비교적 높은 초기 안정성

을 보였다. 피질골과 결합하는 나사선의 깊이가

얕아져 식립구와의 직경차이가 작아지고 나사선

의 개수가 증가하는 GSⅡ system과 같은 나사선

구조는 식립 시 피질골과의 접촉이 좀 더 긴밀할

뿐만 아니라, 피질골과의 접촉면적이 증가되어

더 많은 압축력을 얻을 수 있었던 것으로 생각된

다.8,9) 동일한 3.8mm 직경의 드릴로 형성된 식립

구에 고정된 tapered한 GSⅢ와 straight한 GSⅡ의

비교 시 GSⅢ가 대체로 더 높은 초기 안정성을

보였다.18) 이는 상방 피질골에 접촉하는 GSⅢ 임

플란트의 경부 직경이 GSⅡ보다 커서 압축력이

증가되어 나타나는 결과로 여겨진다.

GSⅢ 전용 드릴로 tapered 하게 형성된 식립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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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위치한 GSⅢt와 straight하게 형성된 식립구에

위치된 GSⅢs의 비교 시, 골질이 우수한 D1, D2

에서는 straight한 식립구의 GSⅢs가 높은 초기

안정성을 보인 반면 D3, D4에서는 큰 차이는 아

니지만 tapered하게 형성된 식립구의 GSⅢt가 더

높은 초기 안정성을 보였다. 이는 straight drill에

비해 tapered drill이 조금 더 큰 경부 직경을 가지

고 아래로 내려 갈수록 계단형으로 직경이 작아

져서 임플란트 식립 시 피질골에서의 압축력은

작아지고 해면골에서 접촉면적과 압축력이 증가

되기 때문으로 생각된다.

상방 피질골의 압축력은 임플란트의 기계적

초기 안정성을 위해서 중요하지만 과도한 경우

인접골의 혈류 공급을 방해하여 문제가 야기될

수 도 있다.8,28) 본 실험에서 피질골이 존재하는

모형골 D1, D2에서 straight한 식립구에 위치한

tapered 임플란트가 높은 실험값을 보였지만 이

는 임상적으로 생리적인 위해를 야기할 수 있다.

피질골 부위에서 증가된 압축력은 식립 초기에

혈류 공급을 저해하여 허혈성 골괴사를 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주의를 요하는 부분이다.8,28) 따

라서 tapered 임플란트를 사용하는 경우 임플란

트의 외형에 따라 식립구를 형성하거나 제조사

의 전용 tapered drill을 이용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생각되며 이에 대한 임상적 연구가 부가

적으로 필요하리라 생각된다.

Lachmann등29)은 임플란트의 안정성을 평가하는

데 사용되는 damping capacity assesment (Periotest)

와 resonance frequency analysis (Osstell)의 상관성

에 대한 실험결과 Periotest와 Osstell 의 안정성 측

정값간에 높은 상관관계를 보였다고 보고하였다.

본 실험에서도 식립 회전력에 비해서 Periotest와

Osstell 간에 높은 상관관계를 보였다 (Table Ⅵ).

Periotest는 공진 주파수 측정법에 비해서 각도의

변화, 임플란트와 탐침자 사이의 거리, 두드리는

부위에 따라 값이 예민하게 반응할 수 있기 때문

에
2,3)

비록 본 실험에서 골질과 임플란트 형태에

따라서 ISQ value와 강한 상관관계를 보였지만

PTV가 더욱 큰 편차범위를 나타내었다.

결 론

본 연구는 다양한 골질 조건하에서 임플란트

의 형태가 초기 안정성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

기 위해 standard 형태의 USⅡ, SSⅡ, GSⅡ와

tapered 형태의 GSⅢ를 식립하고 식립 회전력과

공진 주파수 및 동요도를 측정하였으며, 형성된

식립구와 임플란트 형태간의 관계에 대해서 알

아보았다.

이번 실험에서 초기 안정성에 주요한 영향을

미치는 요소는 골질로 나타났으며, 임플란트의

외형적 특성에 따라서 초기 안정성은 차이를 보

였다. 임플란트의 경부에 형성되는 나사선의 개

수가 증가되고 피질골과의 접촉 면적이 증가할

수록 초기 안정성은 높게 나타났으며, tapered 한

임플란트가 straight 임플란트에 비해서 높은 초

기 안정성을 얻을 수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또한

tapered 임플란트 식립 시 임플란트의 외형과 조

화된 식립구를 형성하는 것이 피질골이 두꺼운

경우 피질골에 과도한 압축력을 감소시키고 반

대의 경우 해면골로부터 좀더 많은 골고정을 얻

을 수 있음을 알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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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fluence of Implant Designs on Initial Stabil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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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 undisturbed healing process without micromotion at the implant-bone interface is essential for achievement of

osseointegration of dental implant. Therefore, initial stability was advocated as prerequisite for successful clinical outcome.

Adequate bone quality and quantity were important to achieve initial stability and to prevent early failures. However there

were few published data available regarding the effect of design change in implant geometry on initial stability of the

implants. The purpose of the current study was to assess the initial stability of various designs of implants when placed

into artificial bone materials of varying qualities and shapes of insertion holes.

Within the scope of this study, the following results were drawn. Bone quality was major importance to achieve initial

stability. Initial stability was higher on GSⅡ which had additional design feature of double thread. With a tapered design

of implant such as GSⅢ showed a higher initial stability than straight one. An insertion hole with the similar shape of

implant would lead to reduce a compression force on cortical bone and enhance a bone anchorage on cancellous bo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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