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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론

임플란트가 치과영역에서 사용된 이후, 임플란트 고정

체의 모양과 표면 그리고 지대주와의 체결방식 등이 다
양하게 연구되고 발전되어왔다. 대한민국에서는 이제 임
플란트 보철치료도 일부 급여화가 되면서 그 수요가 더
욱 늘어났다. 치과보철과 영역에서 기존의 계속가공의치

나 가철성 보철물과 더불어 임플란트를 이용한 수복이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임플란트는 치아와는 다르

게 치주인대의 부재와 치근보다 작은 직경으로 인해 생
역학적 고려뿐만 아니라, 치아를 이용한 수복물보다 더 
정밀한 기공과정을 요구한다. 치조골에 유착된 임플란트

는 약간의 동요나 유격을 허용하지 않는다. 때문에 기공

과정에서 구강 내와 가장 유사한 환경이 필요하다.
임플란트의 제조회사별로 다르지만, 대부분의 회사의 

경우 임플란트 고정체와 지대주의 체결 토크는 20 - 30 
Ncm로 설정되어 있다. 구강 내 환경과 유사한 상태로 기
공작업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구강 내에서 체결하는 토크

와 동일한 토크로 기공과정이 이루어져야 하지만, 대부

분의 치과기공실에서 토크드라이버를 갖추고 기공하는 
경우는 극히 드문 경우이다.1

이번 연구에서는 토크 게이지를 이용하여, 일반적으로 
치과치과 치과 기공사들이 임플란트 기공을 진행 때 가
해지는 토크의 양을 측정해 분석하고, 이러한 결과가 보
철물에 어떠한 결과를 미치는 알아보기 위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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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urpose: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measure the tightening torque for dental implant in dental laboratory and to analyze of 
the effects of different tightening torque. Materials and Methods: The tightening torque for dental implant in dental laboratory 
were measured by digital torque gauge. The length of abutment and analog were measured as tightening torque of manufacturer’s 
instructions and the measured value. And the data were statically analyzed. Results: The mean tightening torque of implant screw in 
dental laboratory was 1.563 ± 0.332 Ncm. The external type implant system of total length were showing no significant differences 
but the internal type implant system had difference significant (P < 0.05) when compared with tightening torque. Conclusion: The 
implant prosthesis should be made under manufacturer’s instructions especially as tightening torque of screw. For the fidelity of 
implant prosthesis, dental technician should learn how to use the torque gauge. (J Dent Rehabil Appl Sci 2015;31(4):3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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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 재료 및 방법

1. 연구 재료

내부 연결형과 내부 연결형 임플란트의 직경 4 mm
의 analog (Lab analog [IS system & EB system], 
Neobiotech, Seoul, Korea)와 티타늄 지대주(Hex 
abutment [IS system & EB system], Neobiotech)를 사
용하였다(Fig. 1). 최고 토크를 측정하기 위해 디지털 토
크 게이지(HTG2-200Nc, IMADA, Toyohashi, Japan)
를 사용하였으며, 측정된 치과 치과 기공사들의 평균 
토크로 나사를 체결하기 위해 렌치형 토크게이지를 사
용하였다. 침하량 측정을 위해서 디지털 마이크로미터

(Micrometer IP65, Mitutoyo, Kanagawa, Japan)를 사용

하였다. 

2. 치과 기공사들의 조임토크 측정

현직에 근무하면서 치과임플란트 기공을 하고 있는 
치과 기공사 15명을 대상으로 임플란트 기공물의 임플

란트 나사를 평소 조이는 방식으로 연속으로 3번 조인 
후에 디지털토크게이지에 장착된 핸드 드라이버를 돌
려, 토크의 최대치를 측정하였다(Fig. 2). 같은 방식으로 
3회 반복 측정하여 총 45회의 측정값을 측정하였다. 

3. 임플란트 침하량 측정

1) 제조사 지침에 따른 토크시 침하량 측정

임플란트 analog와 지대주를 외부연결형과 내부 연
결형 각 4개씩 총 8개를 준비하였다. Analog를 탁상용 
바이스와 고무완충재를 이용하여 고정한 뒤, 제조사의 
지침에 따라 토크 드라이버를 이용하여, 30 Ncm 힘으

로 지대주를 체결하였다. 지대주를 체결한 뒤 지대주와 
analog의 총 길이를 디지털 마이크로미터를 이용하여 
측정하였다(Fig. 3). 하나의 지대주당 5회 반복하였으며, 
총 40회의 측정을 시행하였다.

Fig. 1. Implant abutment and analog (A) internal type, 
(B) external type.

A B

Fig. 2. Digital torque gauge used in this study.

Fig. 3. Measurement of implant-abutment lengt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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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치과 기공사의 평균 토크에 따른 침하량 측정

새로운 임플란트 analog와 지대주를 외부연결형과 내
부 연결형 각 4개씩 총 8개를 준비하였다. 토크 게이지

를 이용하여 렌치형 토크드라이버를 기공시 실제로 이
루어지는 토크로 보정하였다. 토크 드라이버를 이용하

여 임플란트 나사를 체결한 뒤 지대주와 analog를 체결

하여, 디지털 게이지를 이용하여, 지대주와 analog의 총 
길이를 측정하였다. 하나의 지대주당 5회 반복하였으며, 
총 40회의 측정을 시행하였다.

4. 통계분석

통계는 IBM SPSS 19 (IBM, Chicago, USA)를 이용하

여 분석하였다. 연결방식에 따른 지대주침하량을 비교

하기 위해 Wilcoxon rank sum test를 사용하여 유의수

준 P = 0.05에서 평가하였다.

결과

1. 치과 기공사들 평균 토크

치과 기공사들이 실제로 기공시 사용하는 수작업 토
크를 디지털토크로 측정한 결과 평균 1.563 ± 0.332 
Ncm로 나타났다. 일부 치과 기공사의 경우 매우 낮은 
토크를 사용하였는데, 일반적으로 제조사가 추천하는 
토크를 가하기 위해서는 토크렌치 등이 필요하나 조사

한 치과 기공사들 중 토크렌치 등을 사용하는 치과 기공

사는 없었다(Table 1).

2. 토크에 따른 침하량

치과 기공사들이 사용하는 평균 토크와 제조사에서 
추천하는 토크로 임플란트 나사를 체결하였을 때, 지대

주에서 analog까지의 길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P < 0.05). 침하량을 계산한 결과 외부연결형은 
침하량의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었으며, 
내부연결형에서는 침하량의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하

게 나타났다(P < 0.05, Table 2, Fig. 2).

고찰

임플란트의 상부 보철물의 부적합으로 인한 부작용

은 자연치를 수복하는 경우와는 다르지만, 나사풀림 등
의 기계적 합병증의 원인이 된다.2-5 일반적으로 내부경

사구조를 가진 내부연결형에서는 조임토크에 따른 침

Table 1. Tightening torque of  implant screw in dental laboratory                                                                       (Unit: Ncm)

Number Maximum vale Minimum vale Mean Standard deviation
45 0.630 2.040 1.563 0.332

Table 2. Total length of  abutment and analog as tightening torque of  implant screw                                             (Unit: cm)

Group Abutment type Mean Standard deviation
Laboratory External type 21.401 0.041

Internal type 20.158 0.019
Company External Type 21.407 0.041

Internal Type 20.124 0.019

Fig. 4. Comparison of total Length of abutment type 
and tightening torque.
* Denote difference significant at 0.05 valu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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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량의 차이가 있다.6 제조사가 추천하는 토크로 임플란

트 나사를 체결한 경우에도 내부 연결형 임플란트에서

는 하중에 의한 침하가 일어난다고 보고되고 있다.7 치
과 기공사들의 경우 임플란트 기공시 임플란트 나사 체
결을 강하게 하지 않는 이유로 기공의 편이성과 임플란

트 나사헤드의 마모 등을 꼽았다. 또한 핸드 드라이버로 
체결할 수 있는 토크에 제한이 있기 때문에, 별도로 토
크 렌치를 구비하지 않은 경우 제조사의 추천에 따른 토
크로 체결이 불가능할 것으로 사료된다. 

외부연결형의 지대주는 치근형 임플란트가 상용화되

기 시작하면서부터 많이 사용되어 왔으나, 내부 연결형

의 방식이 결합부의 안정성 및 고정체의 응력분산에 더 
좋다는 보고와 나사풀림이 적게 나타나기 때문에 재료

나 형태의 영향을 적게 받는다는 보고에 따라 최근에는 
내부 연결형의 임플란트가 많이 사용되고 있다.8-10 그러

나 이전의 연구에서와 동일하게 이번 연구에서 내부 연
결형 임플란트시스템의 경우 토크에 따른 침하량의 차
이를 보였고, 외부 연결형의 경우 토크에 따른 침하량

의 차이는 보이지 않았다. 이것은 내부 연결형 임플란트

의 경우 임플란트 나사체결 토크 및 지대주 침하요인에 
대한 주의가 더 필요하다는 것을 의미하며, 내부 연결형 
임플란트가 부를 이루는 요즘 기공에 더 주의를 기울려

야 할 것이라 사료된다. 
보철물의 방식에 따라 차이가 있겠지만, 침하량의 차

이는 여러 가지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 단일치의 임플

란트의 경우 저위교합의 문제점을 일으킬 수 있으며, 
cemented type의 경우 자연 치와 같이 치아우식증과 같
은 합병증은 발생하지 않지만, 보철물 부적합으로 인한 
하중의 부조화로 인해 나사의 풀림이나, 파절을 초래할 
수 있다.11,12 이러한 부적합은 서로 평행하지 않은 두 개 
이상의 임플란트 보철물에서 더 심하게 나타날 수 있다. 
서로 평행한 임플란트의 토크차이로 인한 수직적 침하

량 차이는 보철물에서 수직적인 문제만을 일으키지만, 
평행하지 않은 두 개 이상의 임플란트의 경우, 수직적인 
문제뿐만 아니라 수평적인 오차로 인해 임플란트의 수
평적 피로를 증가시킬 수 있다. 수평적인 힘에 취약한 
임플란트의 생역학적 특성상 저작에 의한 수평적 힘이 
아닌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수평적인 힘은 임플란트의 
성공율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 실험에서는 조임토크 실험에서 5회까지는 임플란

트 나사의 교체 없이 진행하였는데, 치과용 임플란트의 
임플란트 나사의 경우 추천 체결토크값이 항복강도의 

75%이내에서 정해진다는 보고에 따라 5회까지는 임플

란트 나사의 교체 없이 실험을 진행하였다.13

적정토크의 경우, 토크 조절기를 이용하여야 하는데, 
토크 조절기의 경우도 관리에 따라서 많은 차이가 난다

는 보고가 있다. 특히 임상에서 사용하는 토크 조절기의 
경우 토크값이 높은 경우보다 낮은 경우가 약 4배 정도 
높게 나타난다는 결과가 보고되었기 때문에 토크조절기

를 사용하여 기공에 임했다고 하더라도, 실제로 부여된 
토크는 의도한 토크값보다 낮을 수 있다. 따라서 정확한 
토크값의 부여를 위해 주기적인 관리 및 보정이 필요하

다.14 또한 적정토크를 부여하기 위해서는 일정한 토크

를 부여할 수 있도록 임상가의 숙련이 필요하다. 숙련되

지 않은 임상가의 경우 적절한 기구가 있더라도 적절한 
토크를 부여할 수 없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15 Tan 과 
Nicholls16는 구강외과의사들은 적정토크값보다 낮은 토
크값을 보이고, 심지어 보철과 의사들도 15%내에서 토
크값의 오차를 보인다고 하였다. 또한 나사를 조이는 속
도에 따른 차이도 나타나는데, Standlee와 Caputo17는 나
사를 5.2 Ncm/sec로 조였을 때에 비해, 16.4 Ncm/sec
로 빠르게 조였을 때 조임력이 더 작게 나타났다고 보
고하였다. 또한 여러 가지 종류의 토크 조절기중에서 
Latch type의 토크 조절기가 임상적으로 더 유용하다고 
한다.18 따라서 치과기공실과 진료실에서 임플란트에 가
하는 토크의 차이를 줄이기 위해서는 동일한 토크 조절

기를 사용하는 것뿐만 아니라, 치과 기공사와 임상가 모
두 의도한 적정 토크를 가하기 위해 숙련된 기술이 필요

할 것이라 사료된다.
본 실험의 경우, 적은 표본으로 단순히 치과기공실에

서 이루어지는 토크를 비교한 것이다. 실제로 진료실에

서 정확한 토크값이 부여된다는 조건하에 실험이 이루

어졌으며, analog와 고정체가 동일한 조건으로 간주하

고 진행된 한계점이 있기 때문에 향후 추가적인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그러나 실제로 치과 기공사들

의 임플란트 기공시 임플란트 나사토크를 측정한 논문

이 거의 없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고 사료된다. 본 연
구를 바탕으로 하였을 때, 부정확한 위치에서 시행한 기
공의 경우 모델에서 적합도가 좋다고 하더라도, 환자에

게 장착된 후에는 좋은 기공물이라고 하기 어렵다. 이러

한 오차를 줄이기 위해, 임플란트 기공시 치과 기공사는 
제조사의 추천 체결 토크에 대한 인지와 함께 토크게이

지를 이용한 기공을 시행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Evaluation of fitness in implant screw as tightening torque in dental laborat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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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

치과 보철물에서의 기공오차는 여러 가지 원인에 의
해 일어날 수 있으며, 특히 임플란트 기공물의 오차는 
자연치아에서의 오차보다 더 적은 오차만을 허용해야 
한다. 이러한 오차의 원인 중 나사의 토크값에 따른 차
이를 연구한 결과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었다.

치과 기공사들이 임플란트 기공시, 나사에 부여하는 
평균 토크값은 1.563 ± 0.332 Ncm이다.

적정토크값과 치과 기공사가 부여하는 토크값에서의 
침하량은 차이가 있었다.

외부연결형의 경우 토크값에 따른 침하량에 통계적 
유의성이 없으나, 내부 연결형의 경우 통계적 유의 성이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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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공실에서의 임플란트 토크값에 따른 적합도 평가

송영균*

단국대학교 치과대학 치과보철학교실

목적: 본 연구는 토크 게이지를 이용하여, 치과 기공사들이 임플란트 기공을 진행할 때 가하는 토크의 양을 측정해 분
석하고, 이러한 결과가 보철물에 어떠한 결과를 미치는 알아보기 위함이다.
연구 재료 및 방법: 치과 기공사들이 임플란트 기공시 임플란트 나사에 가하는 토크를 디지털 토크 게이지를 이용하여 
측정한다. 이후 기성지대주와 analog를 이용하여, 제조사의 권장 토크로 조였을 때의 길이를 통계학적으로 비교 분석

하였다.
결과: 치과 기공사들의 임플란트 기공시 평균 토크는 1.563 ± 0.332 Ncm로 나타났으며, 제조사의 권장토크 값으로 조
였을 때와 비교하면, 외부연결형의 침하량 차이는 없으나, 내부연결형의 침하량의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P < 0.05).
결론: 치과기공실에서도 제조사의 권장토크를 이용하여 보철물 기공작업을 시행하고, 정확한 토크 게이지의 사용법을 
익히면, 기공오차에 따른 임플란트의 부적합을 어느 정도 해소할 수 있을 것이라 사료된다.

(구강회복응용과학지 2015;31(4):310-5)

주요어: 임플란트 토크조절기; 치과 기공사; 임플란트-지대주; 침하량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