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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요약 

 

교정용 미니 임플란트의 초기 안정성 평가시 

공명주기분석법의 신뢰성 

성견 2마리의 상악과 하악의 치조정과 협측골에 교정용 미니 임플란트(ORLUS, 

Ortholution CO., Korea) 52개를 식립하고 250mg~300mg의 교정력을 가한 후 식

립토오크를 측정하고 6주 동안 1주 간격으로 periotest, RFA를 측정하였다. 교정용 

미니 임플란트의 안정성 평가 방법 중 RFA와 다른 측정방법들간의 상관성을 비교

하고 교정용 미니 임플란트의 성공군과 탈락군의 차이를 분석하여 교정용 미니 임

플란트의 안정성에 대한 RFA의 신뢰성을 평가하여 다음과 같은 결과를 얻었다. 

 

1. 성공군과 탈락군에 대한 식립시의 식립토오크, Periotest(PTV), RFA(ISQ)값은 

유의차가 없었다. 

 

2. ISQ의 6주간의 변화를 보면 상악의 경우 식립시에는 성공군과 탈락군이 비슷

한 값을 가졌으나 시간이 지남에 따라 탈락군에서 지속적으로 감소하였고 하

악에서는 탈락군이 식립시에도 낮은 값을 가지고 지속적으로 그 값을 유지하

는 양상을 보였다. 

 

3. ISQ는 조직계측학적 분석(Bone implant contact, Bone volume/Total volume)

과 상관성이 낮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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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정용 미니 임플란트의 초기 안정성 평가시 

공명주기분석법의 신뢰성 

 

 

(지도:박 영 철 교수) 

연세대학교 대학원 치의학과 

박 종 진 

 

 

I. 서론 
 

 

현대 교정학에서 교정용 미니 임플란트의 사용은 이제는 필수적인 것이 되었다. 

교정용 미니 임플란트의 장점은 고정원 소실이 없으며 환자의 협조도가 필요하지

않고 구강 외 고정원과는 달리 보이지 않아 심미성이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장점 

때문에 사용이 점차 증가하고 있는 교정용 미니 임플란트를 임상에 사용하는데 

있어 중요한 고려사항이 식립 후 안정성이다.(Kanomi, 1997;  Park 등, 2001; 

Trisi 등, 2002; Park 등, 2005) 

교정치료 중 교정용 미니 임플란트가 탈락할 경우 인접 부위에 즉시 식립할 수 

있는 경우도 있지만 해부학적 또는 생역학상의 제한점으로 재식립이 불가능한 경

우에는 치료가 어려워지거나 치료계획 자체를 변경해야 한다. 따라서 교정용 미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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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플란트의 안정성에 대한 평가는 임상의에게 큰 관심이 아닐 수 없다. 최근까지

의 연구에 의하면 교정치료시 교정용 미니 임플란트의 탈락율은 10-15%로 알려

져 있어 식립 후 교정용 미니 임플란트의 안정성에 대한 평가방법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Miyawaki 등, 2003). 

그 동안 보철용 임플란트의 안정성 평가에는 방사선학적 평가, 타진평가, 동요

도 평가, 식립 토오크의 측정, periotest, Resonance frequency analysis 등이 사

용되어왔다. 교정용 미니 임플란트의 초기 안정성을 평가하는 방법 중 식립토오크

의 측정에 관하여 Cheng 등(2004)은 초기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일정 이상의 

식립토오크가 필요하다고 하였다. 식립토오크는 임플란트/골 계면의 저항력을 측

정하는 것으로 교정용 미니 임플란트에 의하여 변위되는 골의 변형응력 수준을 

반영할 뿐 아니라 주변골의 골 도에 대한 간접적인 표시인자로써 초기 안정성 

예측에 중요한 자료로 이용될수 있다고 하였다. 그러나 높은 식립토오크를 갖는 

경우에서도 해면골에서는 낮은 생존률을 보인다는 보고도 있다(Ueda 등, 1991). 

또한 Bilal 등(2006)은 성견에서 여러종류의 임플란트를 조사한 경우에 실패한 임

플란트의 최대 토오크와 성공한 임플란트의 최대 토오크와는 유의차가 없었다고 

하였다.  

 

임플란트의 안정성을 평가하기 위한 다른 방법으로 Periotest® (Simense, 

Germany)를 이용한 동요도 측정 방법이 있다. Periotest는 작은 컴퓨터에 연결된 

핸드피스 형태로 구성되었으며 핸드피스 안에는 물체를 두드리는 단자가 들어있

다. 이 단자는 0.2m /s의 속도로 4초에 16번 임플란트를 두드리고 임플란트와 단

자와의 접촉시간이 측정되며 이것이 숫자로 전환되어 나타난다. Periotest측정값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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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8에서 최대 안정성을 나타내며 +50에서 임상적 동요도를 나타낸다. 이 장치

는 초기에는 치아 동요도를 측정하기 위해 고안되었지만 임플란트의 안정성을 평

가하는데도 사용되고 있다. 몇몇 연구에서는 Periotest가 임플란트-골 복합체의 

변화값을 측정하므로써 안정성을 평가하는데 믿을만한 장치라고 하였다(Van 

Steenberghe 등, 1995). 그러나 최근의 연구에서는 민감도와 특이성에서 좀더 연

구가 필요하다는 결과도 있다. Noguerol 등(2006)은 임플란트의 실패를 결정하는

데 있어서 민감도에서는 84%, 특이성에서는 39%정도의 값을 보여 초기의 임플란

트의 성공과 실패를 결정하는 데는 문제가 있다고 하였다. 

Meredith 등(1998)은 생체 내, 외 실험에서 핸드피스의 접촉 시간과 접촉 높이

등이  Periotest Value(PTV)와 직접적인 연관성을 가지며 PTV에 혼란을 주는 변

수로는 접촉위치, 거리, 연조직의 존재유무 등이라고 하였다. 따라서 임상적으로 

핸드피스의 각도나 높이를 고려하여 임플란트의 안정성을 평가하는데 진단적 도

구로 사용해야 한다고 하였다. 

김 등(2005)은 성견의 실험에서 교정용 미니 임플란트의 PTV평균값은 +9.3~+15.6

으로 steenberghe 등(1995)이 말한 보철용 임플란트의 평균값(-6~+5)보다는 높

았지만 지속적인 교정력에 탈락하지 않고 유지되었다고 하였으며 그 이유는 비교

적 적은 힘을 짧은 기간 동안 적용하였기 때문이라고 하였다. 

 

최근에 많이 사용되는 있는 Resonance Frequency Analysis(RFA)는 임플란트

의 안정성을 평가하는 분석법으로써 임상의 편리함 때문에 많은 주목을 받고 있

다. RFA는 임플란트의 동요도를 측정하기 위하여 피조 효과를 사용한다. 전도체를 

임플란트 식립체나 지대치에 부착하며 2개의 피조세라믹요소로 되어있다. 첫번째 



4 

 

피조요소에서 시그날을 만들며(sinusoidal wave)이것이 전도체-임플란트-조직 복

합체에 진동을 유발한다. 그 진동반응이 두번째 요소에 의해 측정되고 증폭, 분석

되어 숫자로 표시되게 된다. 

첫번째 상용화 된 RFA 측정기구(Ostell®, Integration Diagnotics. AB, Sweden)의 

측정값은 숫자로 표시되는데 Implant stability quotient(ISQ)라고 하며 1부터 100까지

의 범위를 갖는다. 최근에는 무선 측정기구가 개발되었으며 본 연구에서는 무선 측정

기구가 사용되었다.(Ostell Mentor®, Integration Diagnostics. AB, Sweden) 

 

현재까지 밝혀진 바에 의하면 RFA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는 골의 경도, 상,하악의 

차이, 지대치의 길이, 치조골 상방 임플란트의 길이 등이다. Meredith 등(1996)은 

RFA가 골-임플란트 복합체의 경도에 따라서 결정된다고 했으며 유효 임플란트길이

(지대치길이+골소실)와 중요한 연관성이 있다고 하였다. Huang 등(2003)은 임플란

트 주변의 높이, 폭, 강도 등이 RFA값에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으며 낮은 주변의 강

도와 큰 주변부의 두께가 더 분명한 RFA값의 변화를 유도한다고 하였다. 

Friberg 등(1999)은 인체 상악골에서 식립토오크와 RFA와의 상관성을 연구하

였는데 두 측정치 사이에는 높은 상관성을 갖는다고 하였다. 특히 치조골상부에서 

더 뚜렷하다고 하였다. 또 식립 시에 높은 토오크를 갖는 군에서는 RFA의 증가량

이 크지 않았고 낮은 토오크를 갖는 군에서는 RFA의 높은 증가량을 보였다고 하

여 골질이 낮은 경우에 더 풍부한 조직반응을 보인다고 하였다. Nedir 등(2004)은 

RFA는 동요도가 있는 임플란트에서는 신빙성없는 측정치를 보인다고 하였고, 특

정한 값 이상을 갖는 안정적인 임플란트에서 신빙성있는 결과를 보인다고 하였으

며 민감도는 100%, 특이성은 97%라고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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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Bilal 등(2006)은 성견에서 식립토오크와 RFA의 상관성을 연구한 실험

에서 여러가지 종류의 임플란트로 식립한 후 성공과 실패한 임플란트를 분석한 

결과  임플란트 실패에 대해서 민감도는 83% 특이성은 61% 를 나타내어 식립시

기에 ISQ 값이 임플란트의 성공여부를 결정하기 어렵다고 하였다. 그러나 RFA값

을 지속적으로 관찰한 결과  초기에 약간 감소하다가 안정성이 증가하거나 유지

되는 전형적인 골치유의 과정을 따른 것은 다른 연구결과와 같다고 하였다. 

 

골-임플란트 접촉면의 제거 토오크의 측정과 더불어 조직계측학적 평가는 임플

란트의 안정성에 믿을만한 결과를 보여주지만 침습적인 방법이기 때문에 실험적

인 상황이 아닌 임상에서는 적용하기 어렵다. Lars Sennerby 등(2005)은 성견에

서 실험적으로 염증을 일으키고 골의 치유과정을 RFA로 지속적으로 측정한 결과

에서 치조골높이와 강한 상관성을 보인다고 하였고, RFA가 경미한 골접촉율의 변

화도 알 수있는 감수성 높은 측정방법이라 하였다. Nkenke 등(2003)은 인간 카데

바에 임플란트를 식립하고 조직계측학적 분석과 더불어 식립토오크, periotest, 

RFA값 등을 측정하여 그 상관성을 비교 연구하였는데 조직계측학적 분석과 상관

성을 갖고 있는 수치는 없었으며 측정치 간의 비교에서도 서로 상관성이 없다고 

하였다. 다만  RFA와 임플란트가 식립된  치 골층의 길이 와는 상관성이 있다고 

하였다. Schliephaker(2003) 등도 조직계측학적 분석과 RFA와는 상호 연관성이 

없다고 하였다. 

 

이와 같이 현재까지 보철용 임플란트의 안정성을 평가하기 위한 여러 방법들의 

정확성에 대한 연구는 아직도 논란 중이다. 교정용 미니 임플란트는 보철용 임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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란트와 식립체의 직경이나 표면처리 등 물성이 다르고 식립위치나 식립각도 등이 

다르다. 이러한 교정용 미니 임플란트의 안정성을 평가하기 위한 측정방법에 대한 

정확성에 대한 연구는 미미한 실정이다. 

본 연구는 교정용 미니 임플란트의 안정성 평가 방법 중 RFA와 다른 측정방법

들간의 상관성을 비교하고 성공군과 탈락군의 차이를 분석하여 RFA의 교정용 미

니 임플란트의 안정성 평가의 신뢰성을 알아보고자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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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 연구재료 및 연구방법 

 

 
1. 실험동물과 실험재료 

 

본 연구는 12개월 된 건강한 몽그리얼 성견 2마리를 대상으로 하였으며 그 체

중은 평균 29Kg이었다. 실험동물의 구입, 선택, 관리 및 실험 술식등은 연세의료

원 실험동물 위원회의 동물실험규정에 의거하였다. 실험동물은 임플란트 식립 3개

월전에 제1소구치에서 제1대구치까지 발치되었다. 

 

healing

Extraction of 
PM~~- M1

18W 

Mini implant
Implantation 

6 W

- RFA 
- Periotest
-Insertion 
Torque

Mini  implant
Implantation 

3 W

- RFA 
- Periotest
-Insertion 
Torque

Mini  implant 
Implantation 

0 W

- RFA 
- Periotest

 

Fig. 1.  study protocol time table.  

 

 

2. 교정용 미니 임플란트의 식립 

 

본 실험에서는 직경 1.8mm,길이 7mm의 self-drilling type 임플란트(ORLUS, 

Ortholution CO., Korea) 가 사용되었으며 본 실험을 위해서 새로이 제작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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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정용 미니 임플란트의 식립은 6주, 3주, 0주 3번에 나누어서 이루어졌으며 가

해지는 힘의 크기는 250gm~300gm 이었다. 가해지는 힘의 조절은 Ni-Ti coil 

spring(Ormco,USA)을 사용하였다.  

Fig. 4.  Implantation of orthodontic mini implants  

 

각 교정용 미니 임플란트에 대하여 식립시에는 식립토오크(Mark-10, MGT50, 

CA, USA)를 Periotest와 Resonance frequency analysis는 매주 측정하였다. 

 

  
Fig. 5.  Intraoral application of RFA measurem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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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니임플란트 헤드의 중심을 지나도록 형성된 notch와 미니 임플란트의 tip을 

연결한 평면을 기준으로 하여 diamond saw(Maruto,Japan)을 이용하여 절단하고 

hard tissue grinding system(Maruto,Japan)으로 100 -110 µm 두께의 비탈회 

표본을 제작하고 Hematoxylin-Eosin으로 염색하였다. 

 

 

4. 조직계측학적 분석 

 

조직시편을 광학 현미경(Leica DC 300F, Wetzler, Germany)및 형광 

현미경(Conofocal laser scan LSM510, Carl zeiss)하에서 100배로 촬영하여 이를 

Image-Pro Version 3.0(Cybernetics Media, U.S.A)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임플란트 주위 700 µm 내의 골 접촉률(bone implant contact, BIC%)를 

측정하였고 Bone volume의 계측은 Total bone voiume에 대한 백분율을 

측정하였으며 grid system을 이용하여 counting method를 사용하였다. 

 

 

5. 통계분석 

 

전체 통계방법은 식립토오크, periotest, RFA, 골접촉률, 골면적비율 등의 

측정값을 SPSS ver. 17.0 statistical software (SPSS Inc.,Chicago, IL, USA)을 

이용하여 평균과 표준편차를 상악과 하악으로 나누어 측정하였으며 independent 

t-test를 시행하여 유의성 검증을 하였으며 Pearson correlation test로 각변수 

간의 상관성 관계를 검중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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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I. 연구결과 

 

1. 각 측정값의  상악과 하악의 비교 

 

식립토오크(IT)는 하악에서 상악보다 더 큰 값을 나타냈으며 PTV는 상악과 

하악이 유사한 값을 나타내었다. 

 

Table 1. Insertion torque and Periotest value comparison between maxilla and 

mandible at implantation 

 

 
Insertion Torque(Ncm) PTV 

 
Mean Median SEM Mean Median SEM 

Maxilla 10.3 10.5 4.7 7.0 7.0 5.0 

Mandible 16.3 15.3 6.5 6.0 6.0 5.0 

Sig * 
  

NS 
  

 

PTV, periotest vaiue; SEM, standard error of means; Sig, significant NS, not significant 

*,P< 0.05 

 

ISQ는 협설근원심 각 방향에서 잰 측정값에서 상하악간의 유의차가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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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2-1. ISQ of each direction comparison between maxilla and mandible at 

implantation 

 

Direction ISQ  B ISQ  L 

  Mean Median SEM Mean Median SEM 

Maxilla 
43.6 42 0.9 43.3 42 0.9 

Mandible 
43.1 42 0.6 42.7 41.5 0.5 

Sig   NS     NS   

Direction ISQ  M ISQ  D 

 Mean Median SEM Mean Median SEM 

Maxilla 
43.0 42.0 1 43.0 42.0 1 

Mandible 
42.0 41.0 1 44.0 42.0 1 

Sig   NS     NS   

 

ISQ, Resonance frequency value; ISQ B, Buccal direction;  

ISQ L, Lingual direction; ISQ M, Mesial direction; ISQ D, Distal direction 

Sig, significant; NS, not significant 

 

ISQ 측정방향에 따라 협설측으로 잰 측정값을 ISQ Bucco-lingual 이라고 하고 

근원심으로 측정한 값을 ISQ Horizontal 이라고 하여 측정방향에 따른 차이를 

관찰하였는데 각 방향에 따른 상악과 하악의 차이는 없었고 상악에서 하악보다 

약간 높은 수치를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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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2-2. ISQ value of each direction comparison between maxilla and 

mandible at implantation 

Direction ISQ Buccolingual 

 
Medium Median Sem 

Maxilla 45,0 47.0 9 

Mandible 43.0 44.0 7 

Sig 
 

NS 
 

Direction ISQ Horizontal 

 
Medium Median Sem 

Maxilla 45.4 46.0 5.6 

Mandible 44.6 46.0 7 

Sig 
 

NS 
 

Direction ISQ Mean 

 
Medium Median Sem 

Maxilla 45.4 46.6 6.5 

Mandible 44.0 44.3 5.8 

Sig 
 

NS 
 

 

ISQ Bucco-lingual, Mean of Buccolingual direction; ISQ Horizontal, Mean of 

Mesiodistal direction; ISQ Mean, Mean of four direction SEM,standard error of 

means; Sig, significant; NS,not significa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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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식립시 측정치간의 상관성 연구 

 

상악에서는 ISQ Horizontal과 PTV가 상관성이 있는 결과(P<0.05)를 보였고 식

립토오크와 PTV와는 강한 상관성(P<0.01)을 보였다. 하악에서는 모두 상관성이 

없었다. 

 

Table 3-1.Correlation of each value on maxilla at implantation 

 
IT 

ISQ 

Buccolingual

ISQ 

Horizontal 
ISQ Mean PTV 

IT 1.00 0.04 0.19 0.11 -0.53** 

ISQ 

Horizontal 
0.04 1.00 0.61** 0.94** 0.48* 

ISQ Bucco-

lingual 
0.19 0.61** 1.00 0.84** 0.23 

ISQ Mean 0.11 0.94** 0.84** 1.00 0.42* 

PTV -0.53** 0.48* 0.23 0.42* 1.00 

 

IT, Insertion torque; PTV, Periotest Value; ISQ, Resonance Frequency analysis 

value; ISQ Horizontal, Mean of mesiodistal direction; ISQ Buccolingual, Mean 

of Buccolingual direction 

**,P<0.01 *,P<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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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3-2. Correlation of each value on mandible at implantation 

 
IT 

ISQ 

Buccolingua

ll 

ISQ 

Horizontal 
ISQ Mean PTV 

IT 1.00 0.06 0.22 0.17 -0.19 

ISQ 

Horizontal 
0.06 1.00 0.46** 0.85** -0.12 

ISQ 

Buccolingual 
0.22 0.46** 1.00 0.86** -0.12 

ISQ Mean 0.17 0.85** 0.86** 1.00 -0.14 

PTV -0.19 -0.12 -0.12 -0.14 1.00 

 

PTV, periotest vaiue; IT,insertion torque; ISQ,resonance frequency analysis 

value; ISQ Buccolingual, Mean of Buccolingual direction; ISQ Horizontal, Mean 

of Mesiodistal direction; ISQ Mean, Mean of four directions;  

SEM,standard error of means; NS, not significant 

**,P<0.01 *,P<0.05 

 

 

3. 6주 동안 각 계측치의 상관성 연구 

 

상악에서는 어떤 방향의 ISQ도 periotest와 상관성이 있는 것은 없었다. 

 

Table 4-1.Correlation of each variables on maxilla for 6 weeks. 

 
PTV ISQ B ISQ L ISQ M 

ISQ B 0.03 1.00 0.27** 0.29** 

ISQ L -0.09 0.27** 1.00 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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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Q M 0.15 0.29** 0.28** 1.00 

ISQ D -0.2 0.12 0.31** 0.23* 

ISQ Buccolingual -0.04 0.79** 0.81** 0.35** 

ISQ Horizontal -0.02 0.25* 0.37** 0.78** 

ISQ Mean -0.03 0.65** 0.73** 0.66** 

PTV 1.00 0.03 -0.09 0.15 

 
ISQ D ISQ Buccolingual ISQ Horizontal ISQ Mean 

ISQ B 0.12 0.79** 0.25* 0.64** 

ISQ L 0.31** 0.81** 0.37** 0.73** 

ISQ M 0.23* 0.35** 0.78** 0.66** 

ISQ D 1.00 0.27** 0.78** 0.61** 

ISQ Buccolingual 0.27** 1.00 0.39** 0.86** 

ISQ Horizontal 0.78** 0.39** 1.00 0.81** 

ISQ Mean 0.61** 0.86** 0.81** 1.00 

PTV -0.2 -0.04 -0.02 -0.03 

 

PTV, Periotest vaiue; IT, Insertion torque; ISQ, resonance frequency analysis 

value; ISQ B, Buccal direction; ISQ L, Lingual direction; ISQ M, Mesial direction; 

ISQ D, Distal direction; ISQ Buccolingual, Mean of Buccolingual direction; ISQ 

Horizontal, Mean of Mesiodistal direction; ISQ Mean ,mean of four directions; 

SEM, standard error of means; NS, not significant 

**,P<0.01 *,P<0.05 

 

하악에서는 ISQ L과 ISQ Buccolongual이 periotest와 상관성이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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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4-2. Correlation of each variables on mandible for 6weeks. 

 
PTV ISQ B ISQ L ISQ M 

ISQ B -0.07 1.00 0.43** 0.12 

ISQ L -0.22** 0.43** 1.00 0.15* 

ISQ M -0.14 0.12 0.15* 1.00 

ISQ D -0.07 0.21** 0.13 0.35** 

ISQ Buccolingual -0.17* 0.86** 0.83** 0.16* 

ISQ Horizontal -0.13 0.20** 0.17* 0.82** 

ISQ Mean -0.18* 0.67** 0.63** 0.64** 

PTV 1.00 -0.07 -0.22** -0.14 

ISQ D ISQ Buccolingual ISQ Horizontal ISQ Mean 

ISQ B 0.21** 0.86** 0.20** 0.67** 

ISQ L 0.13 0.83** 0.17* 0.63** 

ISQ M 0.35** 0.16* 0.82** 0.64** 

ISQ D 1.00 0.20** 0.82** 0.66** 

ISQ Buccolingual 0.20** 1.00 0.22** 0.77** 

ISQ Horizontal 0.82** 0.22** 1.00 0.79** 

ISQ Mean 0.66** 0.77** 0.79** 1.00 

PTV -0.07 -0.17* -0.13 -0.18* 

 

PTV Periotest vaiue; IT, Insertion torque; ISQ, resonance frequency analysis value; 

ISQ B ,Buccal direction; ISQ L, Lingual direction; ISQ M, Mesial direction; ISQ D, 

Distal direction; ISQ Buccolingual, Mean of Buccolingual direction; ISQ 

Horizontal, Mean of Mesiodistal direction; ISQ Mean, Mean of four directions; 

SEM,standard error of means; NS,not significant 

**,P<0.01 *,P<0.05 



19 

 

4. 식립토오크에 따른 ISQ 의 비교.(box plot) 

 

식립토오크에 따라 상악은 high군(>10 Ncm) medium군(5~10 Ncm) low군(<5 

Ncm)으로 나누고 하악은 high군(>16 Ncm)과 medium군(8~16 Ncm) low군(<8 

Ncm)으로 나누고 RFA값을 비교하였는데 군에 따른 유의차는 없었다. (P<0.05) 

   

Fig. 7-1. Box plot of ISQ comparison of IT on maxilla 

         ISQ, resonance frequency analysis value; IT, Insertion torque 

                        

Fig. 7-2. Box plot of ISQ comparison of IT on mandible 

         ISQ, resonance frequency analysis value; IT, Insertion torque 

<상악> 

<하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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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성공군과 탈락군에 대한 계측치의 비교 

 
               <상악>                               <하악> 

Fig. 8-1. Box plot of ISQ comparison between success and failure on maxilla 

and mandible; ISQ,resonance frequency analysis value 

 
                   <상악>                              <하악> 

Fig. 8-2. Box plot of PTV comparison between success and failure on maxilla 

and mandible; PTV,periotest value 

 
               <상악>                               <하악> 

Fig. 8-3. Box plot of IT comparison between success and failure on maxilla 

and mandible;IT,insertion torqu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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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riotest와 식립토오크간에는 상하악에서 모두 탈락군이 안정성이 적은 값을 

보였으나 두 군간에 유의차는 없었다. RFA 측정에서는 상악에서 탈락군이 더 

높은 값을 나타내었으나 유의차는 없었다. 

     
Table 5-1. IT, ISQ and PTV Comparison between success and failure on maxilla 

  Success Failure   

  Mean Median SEM Mean Median SEM Sig 

IT 11.3 11 4.3 8.5 6.8 5.1 NS 
ISQ  

Buccolingual 
43 43 7 50 53 10 NS 

ISQ  

Horizontal 
45 45.6 4 46.1 47 7.9 NS 

PTV 6 6 4 9 8 5 NS 

 

IT, Insertion torque; PTV, Periotest value; ISQ Buccolingual: Mean of 

Buccolingual direction; ISQ Horizontal: Mean of mesiodistal direction;  NS, not 

significant; SEM, standard error of means 

 

Table 5-2. IT, ISQ and PTV Comparison between success and failure on mandible 

  Success Failure   

  Mean Median SEM Mean Median SEM Sig 

IT 17.1 16.4 6.6 12.7 10.9 4.7 NS 

ISQ 

Buccolingual 
44 44 6 39 41 7 NS 

ISQ 

Horizontal 
45.5 46 6.5 40.4 39.8 8.1 NS 

PTV 6 6 5 10 9 6 NS 

 

IT, Insertion torque; PTV, Periotest value; ISQ Buccolingual: Mean of 

Buccolingual direction; ISQ Horizontal: Mean of mesiodistal direction;  NS, not 

significant; SEM, standard error of mea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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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성공군과 실패군의 시간에 따른 그패프 

 

 

 

 
Fig. 9. ISQ Comparison between success and failure on maxilla and mandible  

for 6 weeks. 

 

30

35

40

45

50

0 1 2 3 4 5 6

R
FA

Maxilla

success

failure

Week

30

35

40

45

50

0 1 2 3 4 5 6

R
FA

Mandible

success

failure

Week



23 

 

상악의 경우 식립시에는 성공군과 탈락군이 비슷한 값을 가졌으나 시간이 

지남에따라 탈락군에서 ISQ값이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모습을 보였고 하악에서는 

탈락군이 식립시에도 낮은 값을 가지고 지속적으로 그 값을 유지하는 양상을 보였다. 

 

7. 상악과 하악의 조직계측학적 분석 

 

조직계측학적분석은 상악과 하악사이에 유의차는 없었다. 

 

Table 6. Bone implant contact(BIC,%) and Bone volume/Total  volume(BV/TV,%) 

after 6weeks 

  
Mean Median SEM Sig 

BIC(%) 

Maxilla 66.5 73.5 11.7 

NS 

Mandible 64.3 68.1 5.3 

BV/TV(%) 

maxilla 68.5 63.8 5.3 

NS 

mandible 67.5 72.1 5.7 

 

NS, not significant; SEM, standard error of means 

 

8. 조직계측학적 분석과 ISQ 상관성 연구 

 

ISQ는 조직계측학적분석(BIC,BV)과 상관성이 없었다. ISQ의 측정방향에 따른 

차이 또한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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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7. Correlation between Bone implant contact(%) and Bone volume/ 

Total Volume(%) and ISQ, PTV 

  
BIC(%) BV/TV(%) PTV ISQ Mean

ISQ 

Horizontal 

ISQ 

Buccolingual 

BIC(%) 1 -0.08 0.07 0.12 0.02 0.1 

Sig   NS NS NS NS NS 

BV/TV(%) -0.08 1 -0.1 -0.14 -0.15 -0.07 

Sig NS   NS NS NS NS 

 

PTV, Periotest value; ISQ Mean, Mean of four direction; ISQ Buccolingual: 

Mean of Buccolingual direction; ISQ Horizontal: Mean of mesiodistal direction; 

Sig, Significant; NS, not significant; SEM, standard error of mea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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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V. 총괄 및 고찰 

 

교정영역에서 사용되는 교정용 미니 임플란트의 안정성을 평가하기 위한 방법

의 정확성에 대하여 현재까지 논란 중이다. 교정용 미니 임플란트의 안정성을 평

가하기 위한 가장 확실한 방법은 교정용 미니 임플란트 주위의 골의 질과 양을 

평가할 수 있는 조직계측학적 분석이다. 그러나 이러한 방법은 침습적인 방법이므

로 임상에서는 사용할 수 없다. 현재 보철영역에서 임상시 주로 사용되는 방법은 

식립토오크, periotest, RFA 등이다. 그러나 이런 방법들에 대한 정확성과 상관성

에 대한 연구는 미진한 상태이다. 본 연구의 목적은 RFA와 다른 측정방법간의 상

관성을 비교하고 성공군과 탈락군의 차이를 분석하여 RFA의 신뢰성을 평가하기 

위한 것이다. ISQ는 상악(45.4+6.46)과 하악(43.98+5.80)간에 유의차는 없었으며 

이러한 결과는 보철용 임플란트에서 상악의 경우 71.0+4.5 하악의 경우 

53.4+3.5 의 값을 나타낸 것에 비하여 낮은 값을 보인 것이다(Seong, 2008). 

Periotest는 상악이 7+5 하악이 6+5의 값을 나타내어 상,하악간의 유의차는 없

었다. 김 등(2008)은 성견에서 식립시 ISQ는 46.88+21.87 이라고 하여 본 실험

과 유사한 결과를 보였고  periotest 값은 하악에서 4.4+4.3 상악에서 12.3+10 

이라고 하여 본 연구와는 다른 결과를 보였다. 식립시 토오크의 값은 상악보다 

(10.5+0.9 Ncm) 하악에서(15.3+1.0 Ncm) 더 유의성 있게 더 큰 값을 가졌다. 

Nkenke 등(2003)은 인체 카데바에서 보철용 임플란트을 이용한 연구에서 식립

토오크와 periotest를 이용한 동요도 측정에서는 하악에서 유의성 있게 안정성이 

우수하게 나왔지만 ISQ에서는 상악과 하악이 거의 유사한 값을 나타낸다고 하였

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ISQ에서 상악과 하악의 차이가 적은 본 연구와 일치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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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이다. Nkenes는 이러한 결과의 이유로 초기 안정성은 주로 임플란트의 형태에 

의해서 영향을 받기 때문이라고 하였다. 또한 식립토오크는 주로 상부치조골의 골

질에 의하여 결정되기 때문이라고 하였는데 본 연구에 사용된 미니 임플란트가 

cornical 모양인 것이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사료된다. 반면 Seong 등(2008)은 

인체 카데바에서 보철용 임플란트를 이용한 연구에서 periotest와 ISQ가 모두 하

악에서 유의성있게 큰 값을 나타낸다고 하여 본 연구와는 다른 결과를 보였다. 

 

본 연구에서는 RFA 측정시 방향에 따른 측정값의 차이를 알기 위하여 협설근

원심 네 방향에서 측정하고 협설방향과 근원심방향의 차이를 관찰하였는데 이러

한 연구의 목적은 주로 치조정의 수직으로 식립되는 보철용 임플란트와 달리 교

정용 미니 임플란트의 식립위치는 주로 경사지게 식립되기 때문에 미니 임플란트

를 둘러싼 치조골의 높이가 차이가 날 수 있고 이것이 측정값에 주는 영향을 알

기위해서다. 보철용 임플란트에서 방향에 따른 연구는 매우 드물다. Seong 등

(2008)은 인체 카데바에서 근원심과 협설측의 ISQ의 차이를 측정하였는데 유의성

있게 다르다고 하였는데 근원심의 ISQ값이 협설측의 ISQ의 값보다 크다고 하였다. 

그 이유로는 하악의 경우에 치조골폭이 좁은 경우 협설측으로 치조골 높이가 낮

고 이것이 노출된 임플란트길이에 반비례하는 Resonance frequency의 특성상 낮

은 값을 보일 수 있다고 하였다. 이것은 Meredith 등(1996)이 ISQ가 치조골의 소

실을 포함한 지대치의 길이와 강한 연관성이 있다고 한 것과 일치한다. 

본 연구에서는 식립시와 6주후에 각 방향에 따른 유의차는 없어서 위의 연구

와는 다른 결과를 보였다. 그러나 다른 측정치와의 상관성 연구에서는 양상이 

달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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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립시 상악에서는 ISQ Buccolingual이 periotest와 상관성이 있었고(0.477)  

하악에서는 세 계측치가 모두 상관성이 없게 나왔다. 반면에 6주 후에는 상악에서 

어떤 ISQ값도 periotest와 상관성이 있는 것은 없었고 하악에서는 ISQ lingual과 

ISQ Buccolingual이 ISQ Mean이 periotest와 상관성이 있었다. 이런 결과는 치유

기간 동안 협설에서 측정한 값이 동요도와 상관성이 높아졌다고 볼 수 있다.  

IT, PTV, ISQ 계측치간의 상관성 연구에서 식립시 ISQ는 식립토오크와 

periotest와 연관성이 없었다. Nkenke(2003) 등은  인체 카데바의 보철용 임플란

트 연구에서 ISQ는 식립토오크와 periotest등과 전혀 상관성이 없었다고 하여 본 

연구와 유사한 결과를 나타냈고 ISQ는 오로지 BIC(bone implant contact)와 상관

성이 있다고 하였는데 특히 상부치조골에 더 영향을 받는다고 하였다. 

반면 Friberg 등(1999)은 인간 상악에서 다양한 보철용 임플란트를 식립한 후 

식립토오크와 ISQ가 강한 연관성이 있다고 하여서 본 연구와 상반된 결과를 보였

고 식립토오크는 특히 상부치조골부위와 더 강한 연관성이 있다고 하였다.이것은 

NKenke(2003)등이 언급한 부위와 일치하는 것이다. 

 

식립토오크와 ISQ와의 상관성을 연구하기 위하여 식립토오크를 high군 medium

군 low군으로 나누어 ISQ값과 비교하였는데 상,하악에서 모두 ISQ값과 상관성이 

없었다. Bilal 등(2006)은 성견에서 여러종류의 보철용 임플란트를 식립하고 식립토

오크를 high군(>40Ncm) medium군(30~40Ncm)low군(<30Ncm)으로 나누어 ISQ값

과 비교하였는데 서로 상관성이 없다고 하여서 본 연구와 일치하는 결과를 보였다. 

성공한 미니 임플란트와 실패한 미니 임플란트에 대한 각 측정치에 대한 변화

를 측정하고자 성공군과 실패군을 나누어 식립 토오크, PTV, ISQ를 관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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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립시에는 ISQ에서 하악에서 실패군이 평균값은 약간 낮았지만 유의차는 없었다. 

상악에서는 오히려 실패군이 평균값이 약간 높았으나 두 군의 유의차는 없었다. 

Periotest에서도 상하악모두 성공군과 실패군 사이에 유의차가 없었다. 이것은 

Salonen 등(1997)이 총 204개의 임플란트 중 14개가 실패하였는데 성공한 임플

란트와 비교했을 때 훨씬 높은 PTV값을 보였다고 하여 본 연구와는 다른 결과를 

보였다. 식립토오크는 실패군이 상하악에서 모두 작은 평균값을 가졌지만 유의차

는 없었다. ISQ의 비교에 있어서도 Sjöstrom 등(2005)이 인간 상악골에 골 이식

을 한 임플란트연구에서 실패한 임플란트가 식립시에도 낮은 ISQ값을 갖는다고 

한 것과 다른 결과이다. 

또 Bilal 등(2006)은 식립토오크에서는 성공군과 실패군이 유의성이 없었으나 

ISQ는 성공군은 상악에서 유의성 있게 높았다고 하여 본 실험과 다른 결과를 보

인다. 그 이유는 본 실험이 교정용 미니 임플란트의 초기 안정성을 보기 위하여 6

주 동안 진행된 것과 달리 Bilal(2006)의 실험은 8주의 치유기간을 주고 3달 동안 

힘을 가한 후 측정한 것으로 실패군의 ISQ값이 지속적으로 감소하여 성공군과의 

차이가 커졌을 것으로 사료된다. Friberg(1999) 등은 탈락한 임플란트에서 2주와 

15주사이에서 ISQ값이 급속하게 감소하였고 임상적으로 동요도를 관찰하였다. 심

한 경우에는  2주와 6주 사이에서 급격한 ISQ값의 감소가 관찰되었다고 하였다. 

그래서 ISQ가 임플란트 안정성의 소실을 규정할 수 있다고 하였다. Huwiler 등

(2007)은 3주 만에 탈락한 임플란트에서 급격한 ISQ값의 감소를 보였다고 하였으

나 ISQ가 실패를 예측하지 못했다고 하였다. Glauser 등(2004)은 환자에게 식립

된 즉시부하된 임플란트를 1년 동안 성공한 군과 실패한 군을 관찰하였는데 두 

군 사이에는 분명히 다른 패턴을 보였는데 실패한 군은 1달째부터 유의성 있게 



29 

 

낮은 값을 가졌으며 탈락될 때까지 지속적으로 낮아지는 추세를 보였다는 것이다.

따라서 식립 후 1~2달째에 낮은 ISQ을 통하여 임플란트의 실패를 예측할 수 있

다고 하였다. 

본 실험에서 6주까지의 성공군과 실패군의 그래프를 보면 위의 연구와 유사한 

결과를 보인다. 시간에 따른 ISQ 값의 변화를 보면 식립시에는 거의 비슷한 값을 

가지나 3~4주 후에는 성공군은 식립시와 비슷한 값을 갖는 반면에 실패군은 현저

히 낮은 값을 갖음을 알 수있다. 상악의 경우는 더 분명한 양태를 보인다. 식립시

에는 오히려 실패군이 약간 높은 값을 갖지만 4주 후에는 반대가 되어 성공군은 

비슷한 값을 갖는 반면 실패한 군은 현저히 낮은 값을 갖는다.이러한 결과는 식립

시의 ISQ값은 성공과 실패를 예측할 수 있는 근거가 될 수는 없지만 지속적인 

ISQ값을 측정하여 그 값이 감소한다면 실패를 예측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주의해야할 것은 식립후 정상적인 골치유 반응으로도 3-4주째에 ISQ값이 감소할

수 있으므로 평가시 이를 고려해야 한다. 

 

조직계측학적 분석(BIC,BV)과 Periotest와 ISQ값과의 상관성을 연구하였다. 

PTV값은 BIC와 BV 모두 상관성이 없었고. ISQ값도 BIC와 BV 모두 상관성이 없

었다. Lekholm(1985) 등과 Tricio(1995) 등은 PTV가 낮을수록 골질이 좋다고 

하여 본 연구와는 다른 결과를 보였다. 반면 Truhlar 등(1997)은 골질과 PTV사

이에는 연관성이 없다고 하였으며 Caulier(2004) 등은 4개의 다른 표면을 가진 

임플란트를 동물실험에서 평가한 결과 PTV와 조직계측학적으로 측정된 골접촉율 

등과는 상관성이 없다고 하여 본 연구의 결과와 일치하였다. 오 등(2008)은 조직

계측학적 분석(NBFR new peri-implant bone formation rate)을 기준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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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riotest®와 Ostell mentor®의 정확도와 상관성을 연구하였는데 성견에 임플란

트를 식립한 후 3주 6주 후에 계측하여 Periotest®는 6주 후가 3주 후보다 더 

낮은 값을 가졌고 Ostell mentor®는 6주 후가 3주 후보다 더 높은 값을 나타냈다

고 하였다. NBFR에서는 6주 후가 더 많은 골형성을 보였다고 하였다. 결과적으로 

PTV와 ISQ 와는 차이점이 없었으며 NBFR과 비교했을 때도 차이가 없다고 하였

다. 따라서 두 장치모두 임플란트 안정성을 측정하는데 유용하다고 하였으며 두 

장치사이에는 강한 연관성이 있다고 하였다. 

그 외에도 여러 연구들이 ISQ와 BIC가 연광성이 있다고 하였지만 반대되는 

연구도 있는데 Schliephake 등(2006)은 성견 하악에서 보철용 임플란트를 식립

한 후 3달 후에 비교한 결과에서 ISQ값과 BIC값이 모두 증가하는 양상을 보였

지만 두 측정치 사이에는 상관성이 전혀 없다고 하였고 Nkene(2003) 등은 ISQ

가 치조골 상부의 BIC와 상관성이 있다고 하였지만 그 정도는 약하다고 하였고 

다른 조직계측학적 분석과는 상관성이 전혀 없었다고 하였다. Nkene는 이러한 

실험결과의 차이가 실험방법에 의해 나타난다고 하였는데 ISQ와 BIC가 연관성

이 있다고 한 논문은 간단한 실험실에서 행해진 것이기 때문이라고 하였고 주위

상황이 복잡해지면 ISQ가 임플란트의 안정성을 평가하는 능력이 떨어지기 때문

이라고 하였다. 

Schliephake 등(2006)은 조직계측학적 분석이 진정 임플란트의 안정성을 평가

할 수 있는 방법인지 검증이 필요하다고 하였는데 조직계측학적 분석과 다른 방

법이 제거토오크를 측정하는 것인데 제거토오크와 조직계측학적 분석을 동일 임

플란트에 실험할 수 없기 때문에 비교해볼 수 없다고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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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실험을 통하여 본 결과 ISQ가 미니 임플란트의 안정성을 평가하기 유효한 

방법인가와 나아가 미니 임플란트의 실패와 성공을 예측할 수 있느냐 하는 것에 

대한 결과는 한계를 보인다. 이번 실험에서 물론 ISQ값이  점진적으로 증가하는 

경우 미니 임플란트의 안정성이 증가한다고 할 수있으나 식립시를 포함한 어떤 

시점의 ISQ값도 미니 임플란트의 성공과 실패를 결정하거나 예측할수 없다. 따라

서 지속적인 ISQ값의 측정만이 미니 임플란트의 안정성에 대한 의미있는 결과를 

말한다고 할 수 있다.  

현재 미니 임플란트의 안정성을 평가하기 위한 측정기구로 널리 쓰이는 것은 

Periotest와 Ostell이다. Periotest를 사용시 주의할 점은 측정 시 가격하는 힘이 

안정성이 낮은 교정용 미니 임플란트에서는 더 안정성을 악화시킬 수 있다는 것

이다. 따라서 안정성이 의심되는 경우에는 사용을 제한해야 한다. Ostell mentor의 

경우는 ISQ값을 측정하기 위해서는 미니 임플란트에 별도의 전달체가 필요하므로 

미니 임플란트에 별도의 디자인이 포함되어야 하는데 현재 생산되는 미니 임플란

트에서는 사용할 수 없어서 향후 이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리라 사료된다.   

또한 성공한 교정용 미니 임플란트와 실패한 교정용 미니 임플란트 사이의 측

정값의 차이가 보철용 임플란트만큼 크지 않으므로 측정값의 측정간격을 더 크게 

하여 성공과 실패의 변별력을 높을 수 있는 측정기구의 개발이 필요하리라 생각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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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 결론 

 
 

성견 2마리의 상악과 하악의  치조정과 협측골에 교정용 미니 임플란트(ORLUS, 

Ortholution CO.,Korea) 52개를 식립하고 250mg~300mg의 교정력을 가한 후  

식립토오크를 측정하고 6주 동안 1주 간격으로 periotest, RFA를 측정하였다. 교

정용 미니 임플란트의 안정성 평가 방법 중 RFA와 다른 측정방법들간의 상관성

을 비교하고 교정용 미니 임플란트의 성공군과 탈락군의 차이를 분석하여 교정용 

미니 임플란트의 안정성에 대한 RFA의 신뢰성을 평가하여 다음과 같은 결과를 

얻었다. 

 

1. 식립 시 식립토오크는 상악보다 하악에서 유의차있게 큰 값을 보였고(P<0.05) 

   Periotest(PTV)와 RFA(ISQ)는 상악과 하악에서 유의차가 없었다. 

 

2. 식립토오크의 크기를 high군, medium군, low군으로 나누어 ISQ값과 비교시 군 

간에 차이는 없었다. 

 

3. 성공군과 탈락군에 대한 식립시의 식립토오크, Periotest(PTV), RFA(ISQ)값은 

유의차가 없었다. 

 

4. ISQ의 6주간의 변화를 보면 상악의 경우 식립시에는 성공군과 탈락군이 비슷

한 값을 가졌으나 시간이 지남에 따라 탈락군에서 지속적으로 감소하였고 하

악에서는 탈락군이 식립시에도 낮은 값을 가지고 지속적으로 그 값을 유지하

는 양상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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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ISQ는 조직계측학적 분석(Bone implant contact, Bone volume/Total volume)

과 상관성이 낮았다. 

  

위와 같은 결과는 RFA가 교정용 미니 임플란트의 식립시에 성공과 실패를 예

측하기에는 한계가 있으며 일정기간 지속적으로 관찰하므로써 교정용 미니 임플

란트의 안정성을 평가할 수 있는 지표로써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었다. 앞으로 실

험 개체 수를 늘리고, 보다 장기간에 걸친 관찰과 함께 교정용 미니 임플란트의 

안정을 평가할 수 있는 연구가 필요하리라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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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Resonance Frequency Analysis validation on the 

initial stability of orthodontic mini implant 

 
 

Jong Jin Park 

 
Department of Dentistry,  

The Graduate School, Yonsei University 
(Directed by Professor Young-Chel Park D.D.S.,M.S.D.,Ph.D.)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establish RFA validation on the initial 

stability of orthodontic mini implants. A Total of 52 orthodontic mini implants 

(ORLUS, Ortholution CO., Korea) were placed into the alveolar ridge and 

buccal alveolar bone both in the mandible and maxilla of 2 mongrel dogs. 

Orthodontic force(250mg~300mg) was applied to the orthodontic mini implants 

for 6weeks. Maximum insertion torque(IT), Periotest(PTV) and RFA(ISQ) were 

measured each week after implantation. Comparisons were made between 

RFA values and the other stability measurement methods as well as between 

the success group and failing group. 

The obtained results were as follows: 

 

1. A significant difference in PTV and ISQ was not observed between maxilla 

and mandible, maximum insertion torque in the mandible was higher than in 

the maxilla (P<0.05) 

 

2. A significant difference was not observed between ISQ and IT (wh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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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rouping into High group, Medium group, Low group according to level) 

 

3. A significant difference in maximum insertion torque, PTV and ISQ was not 

observed between success and failing group. 

 

4. ISQ values decreased rapidly within the first 3~4 week in the failing group 

in the maxilla and ISQ values maintained at a low level in the mandible. 

 

5. There was no correlation between ISQ and Bone Implant contact, Bone 

volume/Total Volume. 

 

These results show that RFA cannot predict success or failure of 

orthodontic mini implants at implantation. On the other hand RFA can be used 

to evaluate stability of orthodontic mini implants during a time period to 

observe the optimal loading time. 

 

 

 

 

 

 

 

 

 

 

 
 

key words: Orthodontic mini implant, Initial stability, RFA, Periotest, Insertion 

torqu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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