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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comparative study of user satisfaction on various implant engine 
system

Du-Hyeong Lee, Kyu-Bok Lee*
Department of Prosthodontics, School of Dentistry, Kyungpook National University, Daegu, Republic of Korea

Purpose: Implant engine system is composed of the handpiece, micromotor, control box and foot switch. The aim of this study was 
to evaluate the satisfaction of the implant engine systems in terms of convenience-design and to examine the relation with the 
experience of implant surgery. Materials and Methods: Three implant systems were evaluated: SurgicXT/X-SG20L, INTRAsurg300/
CL3-09, XIP10/CRB26LX. For this comparative study, 30 dentists were included and the satisfaction was measured using a structured 
questionnaire. One-way analysis of the variance (ANOVA) and multiple regression analysis were used within and between the 
groups. Results: Total satisfaction differed from each other (P < 0.05). The convenience score was more associated with the total 
satisfaction than design score. Moreover, the implant surgery experience affected several assessments. Conclusion: Collectively, in 
a cross-sectional study model, the design of implant system significantly affects its total satisfaction and the surgery experience can 
be influential factor in the evaluation of implant engine system. (J Dent Rehabil Appl Sci 2014;30(1):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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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론

임플란트 엔진 시스템은 임플란트 식립 수술 시에 골
을 삭제하고, 고정체의 식립 및 보철 부품을 연결할 때 
사용한다. 이 엔진 시스템은 핸드피스, 구동모터, 본체, 
그리고 풋스위치로 구성되어 있다. 핸드피스는 직선 또 
각이 있는 형태로 나눌 수 있는 데, 각이 있는 형태가 정
교한 수술 시에 더 유용하므로 임플란트 수술 시에 이용
된다.1 구동모터는 에어터빈 모터와 전기 모터로 나눌 수 
있다. 전기 모터는 일정한 회전 속도에서 높은 토크를 낼 
수 있어서 술자가 시술시 촉감을 더 잘 느낄 수 있고, 삭
제 효율이 높고 흔들림이 적어다.2-5 그래서 전기 모터 방
식은 현재 임플란트 엔진에서 적용되고 있다. 본체에는 
수술 과정에 따라 서로 다른 속도(rpm), 토오크(Ncm), 
그리고 기어비(gear ratio)를 조절할 수 있도록 버튼이 구

비되어 있다. 기어비는 엔진의 출력이 기어의 조합을 통
해 구동력으로 변환될 때 입력 각속도에 대한 출력 각속
도의 비율을 의미한다.6 풋스위치에는 수술 시 몇 가지 
기능을 작동하거나 바꿀 수 있도록 페달과 버튼이 구비
되어 있다. 
인체공학(ergonomics)은 인간의 특성, 한계, 능력 등에 
대한 연구를 실시하여 이를 바탕으로 인간이 안전하고 
손쉽게 사용할 수 있도록 장비, 제품, 작업장 등을 공학적 
기술을 이용하여 설계, 평가하는 학문이다.7 인체공학은 
물리적인 관점에서 인간과 기계 사이에 의사소통 언어의 
도구로 이용되어 왔다.8 이와 관련하여 치과 영역에서는 
진료 환경과 근골격계 질환과의 관련성에 대한 연구가 
이루어져 왔다.9 그리고 최근에는 가상의 임플란트 계획 
프로그램에서 디자인과 대한 학생들의 학습 수용성에 대
한 연구도 발표되었다.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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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다양한 종류의 임플란트 엔진 시스템이 존재하

고, 제품의 인체공학적 관점과 관련된 사용 편의성과 디
자인에 대한 관심도 높다. 하지만 아직 다양한 제조사의 
임플란트 엔진 시스템과 임플란트 수술 경험 정도에 따
른 술자의 평가에 대한 연구는 보고되지 않았다. 그리하

여 본 연구의 목적은 임플란트 엔진 시스템의 편의성, 
디자인 그리고 전체 만족도를 비교 연구의 형태로 설문

지를 통해 평가하고, 임플란트 식립 경험의 정도가 평가

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하는 것이다. 

연구 재료 및 방법

1. 연구방법 

치과의사를 대상으로 3가지 종류의 임플란트 엔진 시
스템에 대하여 구조화된 설문지를 통해 편의성, 디자

인, 전체 만족도를 직접기입 식으로 응답하도록 하였

다. 본 연구는 2013년 7월 8일부터 9월 2일까지 대구

에 거주하는 치과의사 30명을 대상으로 하였다. 본 연
구에서 평가된 임플란트 엔진 시스템과 핸드피스는 
SurgicXT (NSK, Kanuma, Japan), X-SG20L (NSK), 
INTRAsurg300 (KaVo, Bieberach, Germany), CL3-
09 (KaVo), XIP10 (Saeshin, Daegu, ROK), CRB26LX 
(Saeshin) 이다. 각 기기들의 특성은 Table 1에 나타나있

다. 
평가 전 각 기기들의 브랜드와 이름이 적혀있는 부위

는 불투명한 검정테이프로 덮어서 본래의 이름으로 각 
시스템을 구별할 수 없도록 하였다. 그 후 각 시스템에 
임의로 알파벳 a, b, c를 새로 부여하였다. 그리고 각 평
가 기기들을 테이블 위에 일렬로 정렬해 놓아서 조사대

상자들이 평가시 상대적 비교를 할 수 있도록 하였다 
(Fig. 1). 그리하여 각 설문 항목에서 각 시스템의 만족도

를 해당 척도 수준에 새로 부여된 알파벳 이름을 기입하

도록 하였다. 

2. 설문항목 개발

1) 편의성

임플란트 기기의 편의성 측면은 핸드피스/구동모터, 
본체, 풋스위치 부분으로 나누어서 각 11 문항, 5 문항, 
3문항으로 총 19 문항으로 구성하였다. 각 설문 문항은 
각 항목에 대한 만족도 정도를 Likert의 5점 척도를 적용

하여 ‘매우 그렇다’를 5점, ‘그렇다’를 4점, ‘보통이다’

를 3점, ‘그렇지 않다’를 2점, ‘전혀 그렇지 않다’를 1점

으로 하여 점수가 높을수록 만족도가 큰 것으로 해석하

였다. 

2) 디자인

임플란트 기기의 디자인 측면은 핸드피스/구동모터, 
본체, 풋스위치 부분으로 나누어서 각 4문항, 7문항, 3문

Table 1. Technical data for the devices

Manufacturer Device Max rpm Min rpm Max torque (Ncm) Power (W) Gear ratio
NSK Surgic XT 40,000 200 5 210 1:5 - 256:1

Ti-Max X-SG20L 2,000 10 50 20:1
KaVo INTRAsurg300 40,000 300 5.5 100 27:1

CL3-09 1,500 11 55 27:1
Saeshin XIP10 40,000 1,000 5 120 1:5 - 64:1

CRB26LX 2,000 30 55 20:1

Fig. 1. The comparative design for data collection.

Lee DH, Lee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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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으로 총 14문항으로 구성하였다. 편의성 문항과 동일

하게 Likert의 5점 척도를 적용하였다. 

3) 전체 만족도

편의성과 디자인 문항이 끝난 후 전체 만족도는 1부터 
10까지 10개의 숫자 등급으로 나누어 기록하였다. 

3. 분석 방법

본 연구에서 수집된 자료는 통계 프로그램 SPSS for 
Windows 18.0 (SPSS Inc, Chicago, IL, USA)를 이용하

여 분석하였다. 각 시스템의 전체 만족도와 부위에 따
른 편의성과 디자인 항목 결과는 평균과 표준편차로 기
록되었고, 각 시스템 간의 차이는 일원배치 분산분석과 
Tukey 사후분석으로 검증하였다. 전체 만족도에 편의성

과 디자인의 평가가 미치는 영향의 정도를 파악하기 위
하여 중회귀분석을 이용하였다. 임플란트 식립 횟수에 
따른 각 부위 평가의 차이를 분석하기 위해 일원배치 분
산분석과 Duncan 사후분석을 시행하였다. 본 연구의 유
의수준은 0.05이다.

결과

1. 인구통계학적 특성 및 임플란트 시술관련 특성

조사대상자 중에 남성이 21명, 여성이 9명으로 남성이 
70%, 여성은 30%를 차지했다. 연령으로는 20대, 30대, 
40개가 각각 12명, 11명, 7명으로 40.0%, 36.7%, 23.3%
를 나타내었다. 임플란트 식립 개수는 10개 이하를 식립

한 경우가 13명(43.3%)으로 가장 많았으며, 11개 이상 
50개 이하를 식립한 경우는 10명(33.3%), 51개 이상 식
립한 경우는 7명(23.4%)이였다. 

2.  각 시스템의 전체 만족도와 부위별 편의성, 디

자인 평가 

각 시스템의 전체 만족도는 Saeshin (7.00), NSK 
(6.36), KaVo (5.11) 순으로 나타났다(Fig. 2). 일원배치 
분산분석과 사후검정 결과 모든 시스템의 전체 만족도

는 통계적으로 서로 달랐다. 시스템의 각 부위별 편의성

과 디자인 평가 평균 또한 시스템마다 다르게 나타났다 
(Table 2). Saeshin은 핸드피스/모터와 풋스위치의 편의

성 그리고 핸드피스/모터와 본체의 디자인에서 가장 높
은 점수를 기록했다. NSK 는 본체의 편의성과 풋스위치

의 디자인에서 가장 좋은 평가를 받았다. KaVo는 모든 
영역에서 상대적으로 낮은 평가를 받았다.

Table 2. Mean and standard deviation of  the score in sectors 

NSK KaVo Saeshin P
Convenience Handpiece/micromotor 2.45 ± 0.44a 2.38 ± 0.35a 2.87 ± 0.32b < 0.001

Control box 2.61 ± 0.37a 2.36 ± 0.36b 2.53 ± 0.40a,b 0.049
Foot switch 2.60 ± 0.57a 2.10 ± 0.69b 2.80 ± 0.60a < 0.001

Design Handpiece/micromotor 2.55 ± 0.39a,b 2.38 ± 0.51a 2.71 ± 0.36b 0.020
Control box 2.42 ± 0.46a 1.98 ± 0.59b 2.91 ± 0.46c < 0.001
Foot switch 2.46 ± 0.61a 1.91 ± 0.62b 2.44 ± 0.61a 0.002 

The same small letters represent statistically similar groups.

The comparative study of user satisfaction on various implant engine system

Fig. 2. The total satisfa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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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전체 만족도와 편의성, 디자인 평가와의 관계

기기의 편의성과 디자인이 시스템의 전체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정도를 파악하기 위해 중회귀분석을 통해 
각 회귀계수를 조사하였다.

y = α + β1 × x1+β2 × x2

(y: 만족도, β1: 편의성의 회귀계수, β2: 디자인의 회귀

계수)

분석 결과 결정계수는(R2)는 0.497이였고, β1는 0.028 
β2는 0.686을 나타내었다. 산점도에서 전체만족도와 디
자인 평가와 양의 관계를 나타냈지만, 편의성 평가와는 
관계성을 보이지 않았다(Fig. 3). 

4.  임플란트 식립 횟수에 따른 각 시스템의 편의

성, 디자인 평가 

임플란트 식립한 개수를 기준으로 10개 이하(I ≦ 10), 
11개 이상 50개 이하(10 < I ≦ 50), 51개 이상(I > 50)의 
3개의 군으로 나누어서 각 시스템에서 편의성과 디자인

의 평균을 각각 비교하였다(Fig. 4). KaVo의 전반적인 
편의성은 다른 시스템에 비해 낮았지만, I > 50 그룹에

서는 편의성을 높게 평가하는 양상을 보였다(P < 0.05). 
디자인 평가에서 전반적으로 Saeshin이 높은 평균을 나
타냈지만, 임플란트 식립 개수가 많을수록 평균이 낮아

지는 경향을 보였다. 반면 NSK 디자인은 식립 개수가 
많은 군에서 높은 점수를 받았다(P < 0.05).

Lee DH, Lee KB

Fig. 3. The scatter plot of the convenience and design sco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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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찰

본 연구의 목적은 3가지 임플란트 엔진 시스템에 대
한 술자의 기기 편의성과 디자인 평가 그리고 전체 만
족도를 조사하고, 임플란트 식립 경험이 평가에 미치

는 영향을 관찰하는 것이다. 조사대상자들은 같은 공간 
배치된 기기들을 동시에 평가하였다. 이것은 비교연구

(comparative study)의 형태이다. 비교법은 암묵적인 지
식을 설명할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으로, 약간 다
른 두 개 이상의 물체를 두고 무엇이 다른지를 탐구함으

로써 행해질 수 있다.11 비교연구의 장점은 개개의 물건

을 한 개씩 평가할 때 의미를 찾기 힘든 것들이 물건들

을 함께 비교하며 평가할 때는 의미를 발견하기가 점점 
쉬워진다는 데 있다. 본 연구에서도 임플란트 엔진 시스

템을 동시에 비교함으로써 상대적인 비교할 수 있었다. 
개개의 시스템을 다른 공간 혹은 다른 시간에 따로 평가

를 하였다면 상대적인 우열 비교는 힘들었을 것이다.
전체 만족도는 Saeshin이 가장 높았고, NSK, KaVo 

순 이였다. 그런데 전체 만족도와 편의성, 디자인 평가

와의 회귀분석 결과에서 전체 만족도는 편의성 평가(β1 
= 0.028)보다 디자인 평가(β2 = 0.686)에 더 영향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디자인 평가에서 높은 점수를 부
여한 조사대상자가 그 시스템의 전체 만족도도 높은 점
수를 부여했다고 생각할 수 있다. 이것은 본 연구가 횡
단적 단면연구(cross-sectional study)의 형태를 취하고 
있으므로 평가자는 1회의 관찰로 편의성 중 특히 기능

에 대한 부분에서 점수의 차이를 두기 힘들었을 가능성

이 있다. 디자인의 경우 종단적 연구(longitudinal study)
가 아니더라도 1회에 명확한 판단이 가능하므로, 시스

템 별로 명확한 차이를 나타낼 수 있었고 전체 만족도에

도 큰 영향을 미친 것 같다. 실제로 Saeshin은 핸드피스/
모터와 본체의 디자인 평가에서 가장 높은 점수를 받았

고, KaVo의 경우 디자인에서 가장 낮은 점수를 받았으

므로 전체 만족도의 결과와 일치한다. 
본 연구에서 흥미로운 점은 임플란트 식립 경험에 따

라 시스템의 평가가 다르게 나왔다는 것이다. I > 50 군
은 KaVo 편의성의 평가에서 I ≦ 10과 10 < I ≦ 50 군
에 비해 유의하게 높은 점수를 주었다. 그리고 I > 50 군
은 NSK의 디자인에도 높은 점수를 준 반면, Saeshin의 
디자인 점수는 다른 군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점수

를 주었다. 이에 대해서 임플란트 식립 경험이 많은 경
우 편의성과 디자인을 판단하는 기준이 분명하게 더 합

리적인 평가를 내려서 이러한 차이를 나타냈다고 해석

할 수도 있다. 하지만 경험이 많은 경우에 이미 선호하

는 제조회사의 임플란트 엔진 시스템이 있으며, 이러한 
기호가 비교에서 객관적인 평가를 저해하는 혼란변수로 
작용하였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본 연구의 제한점으로는 조사 대상자의 수가 적다는 
것이다. 기기들을 동시에 평가하는 비교연구이므로 조
사대상자를 모집하고 실험을 수행하는 데 제약이 있었

다. 다른 제한점으로는 조사대상자가 본 실험에서 사용

된 임플란트 엔진 시스템에 대한 사전정보를 가지고 있
을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조사 대상자마다 과거에 사
용했던 시스템의 종류와 수가 다르므로 이러한 정보를 
대상자 모집과 분석 시 반영할 필요성이 있다.

결론

임플란트 엔진 시스템 3개에 대하여 편의성, 디자인, 
그리고 전체 만족도를 설문 항목을 통해 조사하였다. 횡
단적 단면 연구로서 전체 만족도는 시스템마다 다르게 
나타났고, 편의성 보다는 디자인 평가가 전체 만족도에 
크게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임플란트 식립 경
험 정도는 평가의 결과에 영향을 미친다. 이에 대해서는 
경험에 의한 사려 깊은 평가인지 사전지식에 의한 선호

도인지에 대한 구별이 필요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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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양한 임플란트 엔진 시스템에 대한 사용자 만족도 비교

이두형1, 이규복2*

경북대학교 치과대학 치과보철학교실 

목적: 임플란트 엔진 시스템은 임플란트 시술 과정에서 사용하며 핸드피스, 구동모터, 본체, 그리고 풋스위치로 구성되

어 있다. 본 연구의 목적은 임플란트 엔진 시스템의 편의성, 디자인 그리고 전체 만족도를 평가하고, 임플란트 식립 경
험와 평가와의 관련성을 조사하고자 하였다. 
연구 재료 및 방법: 총 30명의 치과의사를 대상으로 구조화된 설문지를 통해 3개 제조사의 시스템(NSK 의 SurgicXT와 
X-SG20L, KaVo의 INTRAsurg300와 CL3-09, Saeshin의 XIP10와 CRB26LX)의 편의성, 디자인, 만족도를 비교 연구

의 방식으로 조사하였다. 통계분석은 일원배치 분산분석과 중회귀분석을 이용하였다. 
결과: 전체 만족도는 각기 다르게 나타났고(P < 0.05), 전체 만족도에는 편의성 평가가 디자인 평가보다 더 큰 영향을 
미쳤다. 임플란트 수술 경험의 정도와 일부 영역의 평가와는 관련이 있었다. 
결론: 임플란트 엔진 시스템의 횡단적 단면 평가 시에 디자인이 전체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고, 임플란트 식립 횟수는 
평가 시 영향력 있는 인자가 될 수 있음을 관찰할 수 있었다.

(구강회복응용과학지 2014;30(1):9-15)

주요어: 임플란트 엔진 시스템; 편의성; 디자인; 만족도; 임플란트 수술 경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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