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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요약> 
 

내측 연결형 임플란트에서 다양한  

식립 각도에 따른 인상의 정확도 연구 

 

 임플란트 보철의 성공은 보철물의 수동적 적합(passive fit)이 중요하며, 이러한 

정확한 적합을 위해서는 구강 내를 정확히 재현할 수 있는 인상 채득이 중요하다.  

내측 연결형 임플란트에서는 외측 연결형 임플란트와 달리 인상용 코핑과 

임플란트 간에 연결 부위가 상대적으로 길기 때문에 인상 제거시 보다 많은 응력이 

가해지게 되고 이는 인상체의 변형을 가져오게 된다. 

이에 이번 실험에서는 0˚, 5˚, 10˚, 15˚, 20˚의 각도를 주어 식립된 2개의 내측 

연결형 임플란트 사이에서 임플란트 레벨 인상(fixture level impression)을 채득하여 

그 정확성을 평가해봄으로써, 내측 연결형 임플란트에서 식립 각도에 따른 인상 

채득의 정확성을 알아보고자 한다.  

5개의 석고 모형에 각각 2개씩 임플란트 고정체 복제물을 하나는 수직으로(0˚), 

다른 하나는 각도를 주어(0˚, 5˚, 10˚, 15˚, 20˚) 식립하여 5개의 주모형을 제작한다. 

각 주모형에 맞추어 10개씩 개인트레이를 제작하고 impression coping을 이용하여 

인상 채득 후 석고를 부어 실험 모형을 얻는다.(n=50) 투영기를 이용하여 주모형과 

실험 모형간의 각도의 변화량을 측정하여 인상체의 변화량을 측정하였다. 또한 

주모형에서 상부 구조물인 bar를 제작하여, 이를 실험 모형에서 one screw test를 

통하여 광학 현미경 상에서 50배율로 gap을 관찰, 계측하였다. 측정된 결과는 o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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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ay ANOVA test로 통계 처리하고, Tukey’s HSD test로 사후검정 하였다. 

투영기를 통하여 주모형과 실험 모형간의 각도의 변화량을 측정한 0˚, 5˚, 10˚, 

15˚의 각도에서는 인상체의 변형에서 유의성 있는 차이가 없었으나 20˚에서는 

통계학적으로 유의성 있는 차이를 보여주었다. 

상부 구조물인 bar를 연결하고 광학 현미경 상에서 50배율로 gap을 측정한 결과, 

인상체 변형에서 통계학적으로 유의할 만한 차이를 보인 20˚ 군에서 gap의 평균은 

50.91 μm를 나타내었고 다른 각도군과 유의성 있는 차이를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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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측 연결형 임플란트에서 다양한  

식립 각도에 따른 인상의 정확도 연구 

 

<지도교수 문홍석> 

연세대학교 대학원 치의학과 

장 희 곤 

 

I. 서 론 

 

임플란트를 이용한 치료는 완전 또는 부분 무치악 환자 모두에게서 성공적인 

치료법이 되어가고 있다.1,2 이러한 경우에는 임플란트와 보철물 간의 수동적 

적합(passive fit)이 중요한데,3 임플란트에는 자연치아와 달리 치주 인대가 없기 

때문에 보철물과의 오차를 보상해 줄 수 없기 때문이다.4 수동적 적합을 얻을 수 

없다면, 이로 인한 보철물과 임플란트의 오차는 나사 풀림(screw loosening) 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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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사 파절(screw fracture) 등이 발생할 수 있고, 심하게는 임플란트 골 유착의 

상실을 야기할 수도 있다.5

  

 따라서 가능한 오차를 줄임으로써 야기될 수 있는 

문제점을 예방하는 것이 임플란트 보철 제작 과정에서는 중요한 목적이 된다.  

정확한 임플란트 보철물 제작을 위해서는 정확한 인상 채득이 중요하며, 이에 대한 

여러 가지 인상 채득 방법에 대한 연구가 있어왔다. 기존의 임플란트 인상 채득의 

정확성에 대한 여러 연구들은 평행하게 식립된 임플란트에서 평가된 것이 많이 

있었으나, 실제 임상에서는 해부학적인 이유와 보철적인 이유로 인하여 임플란트를 

평행하게 식립하기가 쉽지 않다. 특히 식립된 임플란트 사이에, 또는 식립된 

임플란트와 자연 치아 사이가 평행하지 못 하다면 인상체 제거가 쉽지 않을 뿐 

아니라 인상체 제거시 인상체의 변형을 가져오게 된다.7  이에 평행하게 식립되지 

않은 임플란트 간에서 인상의 정확성에 대한 연구가 이루어지게 되었고, 임플란트 

간의 식립 각도가 일정 각도 이상으로 커짐에 따라 인상체의 정확성이 떨어지고 

변형량이 증가한다는 결과들이 보고되었다.8 그러나 이전의 평행하게 식립되지 않은 

임플란트에서 평가된 연구들은 외측 연결형 임플란트에 대한 연구가 대부분이었고,9-

12

  

 내측 연결형 임플란트에 대한 연구는 적었다. 동일한 각도로 식립된 임플란트 

사이의 인상 채득이라도 외측 연결형 임플란트는 상대적으로 짧은 hexagon의 높이로 

인해 인상체의 제거가 어렵지 않지만 내측 연결형 임플란트의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긴 hexagon의 깊이로 인하여 인상체의 제거가 보다 어렵게 된다.  

이에 이번 실험의 목적은 0˚, 5˚, 10˚, 15˚, 20˚의 각도를 주어 식립된 2개의 내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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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결형 임플란트 사이에서 임플란트 레벨 인상(fixture level impression)을 채득하여 

그 정확성을 평가해봄으로써, 내측 연결형 임플란트에서 식립 각도에 따른 인상 

채득의 정확성을 알아보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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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연구 재료 및 방법 

 

가. 연구 재료 

 

1. 실험 재료 

본 실험에서는 임플란트 재료로는 내측 연결형 임플란트인 Dentium사의 

Implantium® 제품을 사용하였고(Table I.), 주 모형의 인상 채득 시에는 폴리이써 

인상재(ImpregumTM F, 3M ESPE, Seefeld, Germany)를 사용하였으며, 실험 모형 

제작에는 초경석고(GC FUJIROCK®

 

 EP, GC Europe, Leuven, Belgium)가 사용되었다.  

Table  I. Implant components used in this study 

Components  Manufacturer 

Implant analog Ø4.3, fixture  analog Dentium, Seoul, Korea 

Impression coping Ø4.5, Length 11mm, Hex, 

Pick-up type 

Dentium, Seoul, Korea 

Screw abutment Ø4.5, gingival height 2.5mm Dentium, Seoul, Korea 

Gold cylinder Titanium cap with plastic 

cylinder 

Dentium, Seoul,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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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실험 기구 

 각도의 측정은 투영기(PJ-A3000, Mitutoyo, Kawasaki, Japan)를 이용하였으며, 

gap 의 측정은 광학 현미경(Axio Imager.A1m, Zeiss co., Oberkochen, Germany)를 

이용하였다. 

 

3. 주모형의 제작 

주모형은 교정용 레진(Ortho-jet, Lang dental, Wheeling, USA)을 이용하여 45mm 

X 25mm X 20mm의 직육면체의 레진 모형을 제작하고, 실험 모형 제작 시 트레이를 

정확한 위치에 위치시킬 수 있도록 한 면에 1 개씩의 indentation을 주었다. 이를 

실리콘 모형제 (rema®Sil, Dentaurum Inc., Ispringen, Germany)로 복제하여 실리콘 

몰드를 제작하였고, 이 몰드에 초경석고(GC FUJIROCK®

 

 EP, GC Europe, Leuven, 

Belgium)을 제조사의 지시대로 사용하여 석고 모형 5 개를 제작하였다. 이렇게 

제작된 모형에 고정체 복제물이 식립될 수 있도록 직경 4mm, 깊이 9mm의 구멍을 

14.5mm 간격으로 milling machine을 이용하여 2 개씩 형성하였다.(Fig. 1.)  2 개의 

구멍 중 하나는 평면에 수직되도록 형성하였고(0˚), 다른 하나는 수직으로 형성된 

구멍에 0˚, 5˚, 10˚, 15˚, 20˚ 로 각도를 주어 형성하였다. 이 구멍에 각각 고정체 

복제물을 삽입 후 에폭시 접착제(epoxy adhesive)로 접착하여 모형을 

제작하였다.(Fig.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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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 Master cast 

 

Fig. 2. Master cast with impression coping at various angulations  

 

4. 개인 트레이의 제작 

주모형에 인상용 코핑을 연결한 후 기초상 왁스를 1 장을 깔아 인상재를 위한 

공간을 부여하고, 부가 중합형 실리콘(poly vinylsiloxane)를 이용하여 경석고 복제 

모형을 제작하였다. 이 복제 모형으로 화학 중합형 트레이 레진(Bosworth Fastr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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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osworth company, Illinois, USA)을 제조사의 지시대로 이용하여 개인 트레이를 

제작하였다. 주모형 1개당 10개씩, 총 50개의 개인트레이를 제작하였다. 

 

5. 인상 채득 

개인 트레이에 인상제 접착제(polyether adhesive, 3M ESPE, Seefeld, 

Germany )를 도포 후, 주모형에 인상용 코핑을 연결하여 ImpregumTM F를 이용하여 

트레이와 주모형의 indentation을 맞추어 인상을 채득하였다. 인상재의 경화 시간인 

6 분이 지난 후 hex driver로 guiding pin을 풀고 트레이를 제거하였다. 인상재는 

기계를 통하여 균일하게 혼합하였다.(PentamixTM

 

 2, 3M ESPE, Seefeld, Germany) 

6. 기초 석고 모형의 제작 

 실험 모형 제작시 석고의 경화 팽창으로 인한 오차를 줄이고, 인상체의 

indentation을 이용하여 고정체 복제물을 주모형과 실험 모형을 동일한 평면에 

위치시킬 수 있도록 기초 석고 모형을 제작하였다. 기초 석고 모형은 주모형 제작 

시에 사용되었던 레진 모형에 고정체 복제물과 석고가 들어갈 공간을 milling 

machine을 이용하여 형성한 후, 실리콘 몰드를 제작하였고. 이 몰드에 초경석고(GC 

FUJIROCK® EP, GC Europe, Leuven, Belgium)을 제조사의 지시대로 사용하여 석고 

모형 50개를 제작하였다. (Fig.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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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 Base model 

 

7. 실험 모형의 제작 

5 개의 주모형으로부터 각각 10 개씩 채득한 인상체의 인상용 코핑에 고정체 

복제물를 연결한 후,(Fig. 4.) 초경석고인 GC FUJIROCK®

 

 EP 를 제조사의 지시대로 

100g에 20ml의 혼수비로 30 초간 진공에서 혼합 후 기초 석고 모형(Base model)의 

공간에 기포가 생기지 않도록 조심스럽게 부었다. 인상체를 기초 석고 모형의 

indentation에 맞추어 위치시킨 후 1 시간 뒤 guiding pin을 풀어 인상체를 

제거하였다.(Fig. 5.) 이와 같이하여 총 50개의 시편(specimen)을 제작하였다. 

 

Fig. 4.  Impression body          Fig. 5.  Specim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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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실험 모형의 임플란트 식립 각도의 측정 

 실험 모형의 식립 각도 변형량 측정은 투영기(PJ-A3000, Mitutoyo, Kawasaki, 

Japan) 을 이용하여 측정하였다. 실험 모형에 식립된 2 개의 고정체 복제물에 인상용 

코핑을 연결한 후  평면에 수직으로(0˚) 식립된 것을 기준으로 삼아 각도를 주어 

식립된 것(0˚, 5˚, 10˚, 15˚, 20˚)의 각도를 0.01˚의 정확도로 측정하였다. (Fig. 6.) 

 

 

Fig. 6.  Angulation reading with profilometer 

(A) Focusing  

(B) Zeroing with referential component(0˚)  

(C) Angulation reading 

 

주모형의 식립 각도 또한 투영기를 사용하여 정확히 식립되었는지 확인하였고 

주모형의 식립 각도와 실험 모형의 식립 각도의 차이를 구하여 식립 각도의 변형량을 

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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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형량 = 실험 모형의 측정 각도 – 주모형의 측정 각도 

 

9. Bar 제작 

 주모형상에 screw abutment 를 연결하고 gold cylinder 를 연결 후 이를 이용하여 

주조하여 Bar 를 제작하였다.(Fig. 7.) 주조 과정에서의 오차를 제거하기 위하여 bar 

제작 후 중간을 자르고(cutting) 재부착(soldering)함으로써 주모형상에서 정확한 

접촉을 얻었다. 

 

 

Fig. 7.  Steps for making bar 

(A) Connect screw abutments to master cast 

(B) Connect gold cylinder to screw abutment 

(C) Finished bar after cutting and post-soldering 

 

10. 실험 모형에서 Bar와 screw abutment간의 gap 측정 

 광학 현미경(Axio Imager.A1m, Zeiss co., Oberkochen, Germany)에서 50 배 

확대율로 gap을 측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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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통계 분석 

 모든 통계 분석은 SPSS Ver. 12.0 (SPSS Inc., Chicago, Illinois, U.S.A.) 프로그램을 

사용하였다. 

실험 모형에서의 임플란트 식립 각도와 gap 측정시 측정자의 오차를 확인하기 위해 

2 번 측정 후 쌍을 이룬 집단의 평균 비교(paired T-test)를 시행하였으며, 식립 

각도에 따른 인상체 변형량의 유의차를 알아보기 위해 일요인 분산 분석(one-way 

ANOVA)를 시행하였다. 일요인 분산 분석 (one-way ANOVA)에서 유의차가 

발견되어 각도에 따라 어느 각도군에서 유의차가 있는지를 알아보기 위해 Tukey 

HSD test를 이용하여 검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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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I. 연구 결과 

 

가. 실험 모형에서 측정한 각도의 변형량 

 

1. 실험군에 따른 변형량 

본 실험에서 측정된 각도에 따른 변형량의 평균치와 각 실험군간의 유의성은 

다음과 같다.(Table II.) 

 

Table II. Tukey’s multiple comparison test for displacement 

Group Mean(˚) SD Tukey’s grouping 

0˚ 0.0140 0.14096 A 

5˚ 0.0320 0.21581 A 

10˚ 0.1240 0.25171 A 

15˚ 0.1120 0.21196 A 

20˚ 0.9820 0.36539 B 

 *Tukey’s grouping : Not significant within the same lettering group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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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Bar와 screw abutment 간의 gap 측정 

 

 각 실험군에서 0˚ 로 식립된 쪽 screw 만을 잠근 후(one screw test) 각도를 주어 

식립된 쪽에서 abutment와 bar 사이의 gap을 측정하였다. 0~20˚까지 측정한 결과 

20˚에서 유의성을 나타내었다.(Table III, Fig. 8) 

 

Table  III.  Tukey’s multiple comparison test for gap 

Group Mean(μm) SD Tukey’s grouping 

0˚ 2.05 1.22 A 

5˚ 3.92 2.27 A 

10˚ 14.74 5.42 A 

15˚ 17.37 7.79 A 

20˚ 50.91 37.36 B 

*Tukey’s grouping : Not significant within the same lettering group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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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8  Gap between screw abutment and bar (X50) 

(A) Gap in master cast 

(B) Gap in specim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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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V. 총괄 및 고찰 

 

임플란트 보철의 성공은 보철물의 수동적 적합(passive fit)이 중요하며, 이러한 

정확한 적합을 위해서는 구강 내를 정확히 재현할 수 있는 인상 채득이 

중요하다. 13,14내측 연결형 임플란트에서는 외측 연결형 임플란트와 달리 인상용 

코핑과 임플란트 간에 연결 부위가 상대적으로 길기 때문에 인상 제거시 보다 많은 

응력이 가해지게 되고 이는 인상체의 변형을 가져오게 된다.

이에 이번 연구에서는 내측 연결형 임플란트인 Implantium

7 

®

기존의 각도를 달리하여 측정한 실험에서는 외측 연결형 임플란트에서 Carr 등은 

15˚이하에서는 유의성은 없으나 indirect 보다는 direct method가 양호하다는 결론을 

보여주었고,

의 고정체 복제물를 

모형상에서 각도를 달리하여 식립하고 이를 임플란트 레벨에서 인상 채득하여 실험 

모형을 제작함으로써 식립 각도에 따른 인상체의 변형 및 정확성을 측정해보았다. 

10,11 Assuncao 등은 0˚, 10˚, 15˚, 25˚로 각도를 달리 하였을 때 indirect 

보다는 direct가, direct 보다는 direct splint가 양호하다고 하였으며, 변형량은 

각도가 커짐에 따라 증가하고, 25˚에서는 direct로는 정확한 인상을 얻을 수 없다고 

보고 하였다.8,9 내측 연결형 임플란트를 이용한 Choi 등의 실험에서는 8˚에서는 

direct와 direct splint 모두에서 유의성 있는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7

식립 각도를 0˚, 5˚, 10˚, 15˚, 20˚로 달리 한 것은 기존 외측 연결형 실험

  

8에서 0˚, 

10˚, 15˚, 25˚로 실험한 것을 기초로 하였고, 25˚에서 유의한 차이를 얻었기에 내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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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결형 실험에서는 그보다 작은 각도에서 유의한 차이를 얻을 수 있을 것이라는 

가정하에 식립 각도를 설정하였고 실험군을 나누었다. 

2 개의 고정체 복제물의 식립 위치간의 거리인 14.5mm 는 상악 견치와 상악 제 2 

소구치 간의 중심간 평균 거리를 기초로 하였으며, 이는 해부학적으로 평행되지 못 

하게 식립되기 쉽지 않은 경우로 상악 견치부와 상악 소구치부가 식립된 경우로 

가정하였기 때문이다.  

인상 채득 방법으로는 임플란트 레벨에서 direct 방법을 사용하였다. 이는 기존의 

외측 연결형 임플란트에서 연구된 결과에서는 direct splint가 direct 보다는 

비슷하거나 양호한 결과를 보여주었기에8,9,12 splint 하는 것을 고려해보았으나, 

Choi등의 연구에 의하면 외측 연결형 임플란트와는 달리 내측 연결형 임플란트에서 

8˚가 넘어가는 경우 direct splint는 임플란트에서 인상용 코핑이 제거되지 않아 

부적절하다고 하였기 때문이다.7

임플란트 인상 채득을 인상재로는 폴리이써 인상재와 부가 중합형 실리콘 인상재가 

추천되어 왔다. 

  

8,16레진을 이용하여 splint 할 수 없다면, 보다 탄성이 있는 인상재인 

부가 중합형 실리콘보다는 stiff한 인상재인 폴리이써가 splint하는 효과를 볼 수 

있다고 보고되었고, 부가 중합형 실리콘보다는 토크(torque)에 저항하는 특성이 크기 

때문이다.

인상 채득의 정확성을 비교하는 방법으로는 대표적으로 stylus를 이용하여 

임플란트 간의 거리를 측정한 후 그 오차를 비교하는 방법

18 

12,16,17, strain gauge를 

이용한 방법7, 식립 각도를 측정한 방법8,9이 있다. 이 방법 중 기존의 외측 연결형 

임플란트와는 달리 내측 연결형 임플란트의 경우 외측으로 돌출되는 hex 구조물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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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어 stylus를 이용한 방법은 사용하기가 쉽지 않고, strain gauge의 경우, 평행하게 

식립된 경우에는 용이하나 각도를 주어 식립된 경우는 strain 측정을 위한 상부 

구조물이 임플란트에 삽입되는 순서 및 torque를 주는 순서에 따라 strain이 

달라지는 보고를 보여주기에7 정확한 결과를 알기가 얻기가 쉽지 않다. 이에 이번 

실험에서는 Assuncao 등8

하지만 투영기를 이용한 측정의 경우 각도를 빛을 통한 투영으로 측정하기에 

3차원적인 변형량을 정확히 측정하기 어렵고, 2차원적인 변형량만을 측정할 수 있다. 

이번 실험에서는 2 차원적인 각도의 변화를 우선 측정하고  각도의 변화가 유의한 

경우 상부 구조물인 Bar 를 제작하여 임상적으로 널리 사용되는 one screw test 를 

통하여 gap을 측정하여 임상적인 유의성을 알아보고자 하였다. 

이 실험한 투영기를 이용한 식립 각도의 변형량을 

측정하였다.  

이번 실험 만으로 외측 연결형과 내측 연결형을 직접적으로 비교할 수는 없으나, 

direct한 인상 채득 방법에서 기존의 외측 연결형 임플란트를 이용한 실험에서 

25˚에서 통계학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고 하였지만,8,9 이번 내측 연결형 

임플란트를 이용한 실험에서는 25˚보다 작은 20˚에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P<0.01) 

이러한 각도에서 정확한 인상을 얻을 수 없는 이유는 인상체의 변형을 야기하거나 

인상용 코핑의 이동을 야기하는 인상 제거시 발생되는 응력 때문이라 사료된다. 

실험군에서 Bar를 이용한 상부 구조물간의 gap을 0˚ 쪽 screw 만을 잠그고 각도를 

주어 식립한 쪽에서 측정하는one screw test로 측정한 결과, 20˚ 군에서 

통계학적으로 유의할 만한 차이를 나타내었고,(P<0.01) 그 평균값은 50.91 μm를 

나타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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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실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변수로 임플란트의 개수를 고려해볼 수 있겠다. 

이번 실험에서는 2 개의 임플란트가 식립된 경우를 실험하였으나, 다수의 임플란트가 

식립된 상태에서는 인상체 제거시 보다 많은 변형이 일어날 것이라 사료되기 때문에 

임플란트의 수와 다양한 각도를 달리한 보다 많은 연구가 필요하리라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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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 결론 

 

2 개의 내측 연결형 임플란트 고정체 복제물를 이용한 0˚, 5˚, 10˚, 15˚, 20˚ 각도에 

따른 인상의 정확성을 측정하는 본 연구에서 얻은 결과는 다음과 같다. 

 

1. 0˚, 5˚, 10˚, 15˚의 각도에서는 인상체의 변형에서 유의성 있는 차이가 없었으나 

20˚에서는 통계학적으로 유의성 있는 차이를 보여주었다. 

2. 상부 구조물인 bar 를 연결하여 gap 을 측정한 결과, 인상체 변형에서 

통계학적으로 유의할 만한 차이를 보인 20˚ 군에서 다른 각도군과 유의성 있는 

차이를 보여주었고, 이 때 gap의 평균은 50.91 μm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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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atement of problem. Previous studies have evaluated the accuracy of various 

implant impression techniques using external-hexagon implants with paralled 

installation, few studies have examined the accuracy of impression techniques for 

internal-connection implants with angulated installation 

Purpose.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evaluate the accuracy of implant level 

impression technique for the creation of multi-unit internal-connection implant 

supported prostheses in a laboratory model simulating various implant 

angulation.(0˚, 5˚, 10˚, 15˚, 20˚) 

Materials and Methods. Five dental stone master models were fabricated with two 

implant analogs.(0˚, 5˚, 10˚, 15˚, 20˚). One analog installed perpendicular state, th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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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ther installed angulated state. Ten stone casts were made form polyether 

impressions of the master model for each master model. Readings of angulation 

displacement were assessed randomly throught profilometer. Gap between screw 

abutment and bar were measured with microscope at a magnification of X50. 

Statistical analysis was done with one-way ANOVA test and Tukey’HSD test 

Results. The data of angulation displacement and  gap obtained with the 

profilometer and microscope revealed significant difference at 20˚ angulation 

group (P<0.01) 

Conclusion. Within the limitation of this study, using 2-implant model, the 

accuracy of implant-level impressions for internal-connection implant was 

accurate in settings with angulation up to 15 degrees. But data at 20 degrees 

showed significant dif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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