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감사의 글 
 

 

  논문을 준비하면서 많은 실패와 좌절을 겪을 때마다 항상 지도와 격려를 아낌없이 

해주신 문홍석 교수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부족한 논문을 열심히 봐주시고 조언

을 해주신 김선재 교수님, 박영범 교수님, 이재훈 교수님 그리고 김성태 교수님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실험장비의 사용을 허락해 주시고 많은 조언을 보내주신 부산

대학교 보존학 교실 김현철 교수님께 깊은 감사를 전합니다.  

  대학원 수업과 논문의 준비를 위해 진료시간을 비울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신 서울 

보훈 병원 박필규 치과진료부장님, 최주영 과장님 이하 의국원들과 고려대학교 구로

병원 치과 신상완 교수님, 허중보 교수님께 감사드리며, 논문의 연구 방법으로 많이 

어려웠을 때 귀중한 조언과 많은 도움을 주셨던 오스템 연구소 서승우 연구원과 바쁜

시간에도 불구하고 실험실 관리로 고생했던 후배 이정현 선생님께도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논문 실험을 위해 부산을 오가며 힘들어 할 때 항상 격려해주시고 걱정해 주신 아

버지, 어머니와  동생 재환이 그리고 많은 성원을 해주신 시아버님과 시어머님께 항

상 감사하며, 끝으로 논문준비로 바빠 많이 챙겨 주지 못해 미안해 하는 저를 곁에서 

항상 응원해주는 사랑하는 남편과 언제나 나의 곁에 계시며 나의 편이신 하나님 아버

지께 이 논문을 드립니다.  

 

2010 년 6 월 

 

김 지 선



i 

 

목  차 

  

 

도표 목차 ··················································································· ⅲ 

국문 요약 ··················································································· ⅳ 

 

Ⅰ. 서론 ·······················································································1 

 

Ⅱ. 연구 재료 및 방법 ···································································4 

가. 연구 재료 ···········································································4 

나. 연구 방법 ···········································································6 

1. 시편의 고정 및 레진 매몰 ···············································6 

2. 초기 풀림 회전력 측정 ····················································7 

3. 반복 하중 ······································································7 

4. 하중 후 풀림회전력 측정 ·················································8  

5. 통계 분석 ······································································8  

6. SEM 분석 ······································································9 

 

Ⅲ. 연구 결과 ············································································· 10 

가. 풀림 회전력 변화 비교 ······················································· 10 

나. SEM 분석 결과 ································································· 13 

 

Ⅳ. 총괄 및 고찰 ········································································· 15 

 



ii 

 

Ⅴ. 결론 ····················································································· 19 

 

참고 문헌 ·················································································· 20 

영문 요약 ·················································································· 24 

 

  



iii 

 

도표 목차 
 

 

 

 

Fig. 1 Implant fixture and abutment used in this experiment ··········5 

Fig. 2 Metal superstructure ·························································5 

Fig. 3 Schematic diagram of implant crown and loading direction ···6 

Fig. 4 Dental chewing simulator ···················································8 

Fig. 5 Mean values of RTV difference, SDs for groups ················ 10 

Fig. 6 SEM statistics of abutment screw surface ························· 13 

Fig. 7 SEM statistics of internal connection surface of abutment ···· 14 

 

 

Table 1. Initial reverse torque value & post loading reverse torque 

value of group 1-4, the difference between initial RTV and 

post loading RTV (NCm)  ············································ 11 

Table 2. Mean values of RTV difference, SDs for groups (NCm) ····· 12 

Table 3. Kruskal-Wallis test(P<.050) for groups  ······················ 12 

  



iv 

 

국문요약 

내측 연결 임플란트에서  

지대주 내부길이가 나사 풀림에 미치는 영향 

 

 

단일 임플란트 수복에서 흔히 발생하는 문제로 지대주 나사의 풀림과 파절을 들 수 

있으며 이러한 나사 풀림이나 파절이 발생될 경우 다른 여러 가지 합병증을 일으킬 

수 있다. 나사 풀림을 방지하기 위해 임플란트 제조사들은 다양한 회전 저항 형태의 

임플란트를 개발하였고 그 중 long internal tube-in tube connection 형태의 

임플란트는 보철물의 장착을 정확하게 하는데 도움이 되고 지대주의 회전 중심을 

낮추는 장점을 가진다고 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long internal connection 형태의 

임플란트 지대주를 내부 연결 길이에 변화를 주어 임플란트-지대주 결합부의 

안정성을 비교 평가해 보고자 한다. 실험 재료와 방법으로는 내부 지대주 길이가 

4mm이며 3-lobe를 가지고 있는 long internal connection의 임플란트 (Replus 

system 4.7x11.5mm)를 각각 지대주의 길이에 따라 4개의 군으로 나누었고 총 

20개의 시편을 사용하였다. 시편을 레진에 매몰하여 고정시키고 10
6
번의 cyclic 

loading을 가한 후 하중 전 후의 풀림회전력의 차이를 계산하여 95%의 유의수준에서 

통계 분석하였으며 다음과 같은 결론을 도출하였다.  

1. 지대주의 길이에 대한 나사 풀림의 정도는 유의성이 없었다.  

2. 내부길이에 따른 풀림회전력의 차이가 크지 않으며 완전한 나사 풀림과 

파절을 보이는 시편은 없었고 임플란트 복합체의 안정성을 유지하였다.  

 

핵심어: 나사 풀림, 풀림회전력, long internal connection 임플란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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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측 연결 임플란트에서  

지대주의 내부길이가 나사 풀림에 미치는 영향 

 

(지도 문홍석 교수) 

연세대학교 대학원 치의학과 

김 지 선 

 

 

Ⅰ. 서론 

 

  단일 임플란트 수복에서의 가장 흔한 문제점 중 하나는 지대주 나사의 풀림 및 

파절이다.
1-2

 특히, 시멘트 유지형 보철물인 경우 나사의 풀림이나 파절이 발생되어 

상부 보철물을 제거하는 것은 환자뿐 아니라 술자에게도 매우 어려운 일이다. 또한, 

나사 풀림의 발생은 누공 발생과 치은염증 등의 임플란트 주위 조직의 합병증을 

일으킬 수 있다.
1
 

 
단일 임플란트 수복물의 나사 풀림에 관한 여러 연구들이 있다. 

Jemt 등
3 
의 연구에 의하면 나사 풀림의 문제가 첫 1년 후 가장 빈번하며 prosthetic 

gold screw의 26%, abutment screw의 43%에서 발생하였고 상악 단일 수복물의 

42%와 하악 단일 수복물의 27%에서 첫 1년 recall 기간 내에 나사의 풀림이 

나타났다고 보고하였다. 또한 Becker 등
4 

의 연구에서는 22명의 환자의 24개 단일 

대구치 임플란트에서 나타난 나사 풀림의 빈도를 조사하였는데 그 중 38%에서 

나사의 풀림을 보고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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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사에 조임 토크를 부여하면 적용된 토크로 인해 나사가 신장되어 전하중이 

발생하게 된다. 그 결과 나사에 인장력이 발생하는데 이때 나사의 탄성회복에 의한 

지대주와 임플란트 고정체간 견인력이 생기게 되며 전하중과 같은 강도의 clamping 

force가 발생하여 나사가 조여진다.
5-6

 따라서 나사 결합부의 안정성은 전하중과 

직접적 연관이 있으며, 저작력과 토크의 양, 지대주와의 정확한 연결, 회전 저항 형태 

등에 의해 영향을 받는다. 나사 결합부의 안정성을 유지하기 위해 전하중은 

저작력보다는 더 커야 하지만, 나사의 항복강도를 초과해서는 안 되며, 이러한 

전하중은 지대주와 임플란트간 결합을 단단하게 하여 나사 풀림을 감소 시킬 것 이다. 

반면 나사의 풀림은 joint-separating force가 clamping force보다 클 때 전하중의 

상실이 발생하여 나타난다.
5-6

  joint-separating force가 생기는 주된 원인은 주로 

나사 결합부에 대한 과도한 굽힘 모멘트이다. 즉, 측방운동에 의한 간섭, 상부 

보철물의 불량한 적합, 보철물의 cantilever contact 등에 의해 나사 풀림이 발생한다. 

수복물에서는 이러한 힘들이 나사의 항복강도 이상으로 가해질 때 영구적 나사 

변형이 일어나 전하중이 상실되어 나사 풀림이 일어난다.
5 

또 다른 나사 풀림의 

중요한 mechanism으로 settling effect를 들 수 있다. 모든 표면들은 완전히 매끈할 

수 없으며 microroughness가 있기 때문에 어떤 두 표면도 정확하게 서로 접촉할 수 

없으므로 외부력에 의해 이러한 접촉면에 마모가 생기게 되고 결과적으로 나사의 

미세운동이 발생하게 된다는 것을 말한다. Sakaguchi 등
7 

은 초기 전하중의 

2-10%가 settling의 결과로 감소됨을 보고하였고 표면의 거칠기와 강한 외부력이 

settling 효과를 증가시키는 경향이 있다고 하였다. 기존의 연구에서는 이러한 

settling effect를 감소시키기 위해 초기 토크 적용 후 나사를 한 번 더 조이는 것을 

제안하였다. 
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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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oint separating force를 감소시키기 위해서는 교합력을 임플란트의 장축과 평행하게 

적용시켜야 하며 cantilever의 길이를 최소화하여야 한다. 그리고, 회전 저항 형태의 나사 

결합부를 갖는 임플란트를 선택하는 것이 추천된다.
5-6, 10

 회전 저항 형태의 임플란트의 

예로는 larger external hexagon, friction fit abutment, spline abutment 등이 있으며, 

보철물의 정확한 장착으로 misfit을 감소시켜 나사 풀림을 감소시키는 역할을 한다.
11-14

 

또한, 회전 저항 형태뿐 아니라 외측 또는 내측 연결부의 길이도 나사 풀림에 영향을 줄 

수 있으며, 여러 연구에서 외측 연결 임플란트의 외부 육각 연결부의 형태와 높이가 나사 

풀림 회전력에 미치는 영향을 보고한 바 있다. Ohrnell 등
15

 에 의하면 외부 육각 연결 

부의 높이가 최소 1.2mm는 되어야 회전력에 저항할 수 있다고 보고한 바 있으며, 

Cibirka 등
16

 은 외측 연결 형 임플란트의 육각구조의 회전 저항 형태 보다 그 수직적 

높이의 증가가 나사의 풀림력에 영향을 준다고 하였다. 하지만, 내측 연결 임플란트의 

지대주의 내부 연결길이에 따른 나사 풀림에 대한 연구는 현재로써는 보고된 바가 없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내측 연결 임플란트에서 내부 연결부의 길이의 차이가 나사 

결합부의 안정성에 미치는 영향을 풀림 회전력의 차이를 이용하여 비교 평가하고자 한다. 

또한 내부 연결부 길이가 긴 long internal tube –in tube connection 형태의 내측 연결 

임플란트를 본 연구에 사용하게 되는데 이는 보철물의 장착을 정확하게 하는데 도움이 

되고 지대주의 회전 중심을 낮추는 장점을 가지고 있으며, 다른 형태의 임플란트 보다 

임플란트와 지대주간 연결부위의 강한 파절 강도를 보이기 때문이다.
17-19

 즉, 이러한 

내측 연결 임플란트의 내부 연결부의 길이는 나사 결합부의 파절 강도나 회전 저항성에 

영향을 줄 것이라 생각되어 본 연구의 null hypothesis로 지대주 내부 길이와 나사의 

풀림은 관계가 없을 것이라 가정하였으며 내측 연결 임플란트의 지대주 내부 길이에 대한 

나사 풀림의 영향에 대해 알아보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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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연구 재료 및 방법 

 

가. 연구 재료  

 

본 실험에서 사용된 임플란트는 Replus system (Implant Direct, California, USA)

으로 Replace select system (Nobel Biocare, Goteborg, Sweden)의 내부구조와 유

사하다. 임플란트 지대주는 내부 연결부의 길이가 4mm이며 3-lobe를 가지고 있고 

기존의 3-lobe의 하방에 lobe가 하나 더 있는 형태이다. 임플란트 고정체는 

4.7x11.5mm의 크기로 총 20개의 시편이 실험에 사용되었으며 각각 지대주의 종류에 따

라 4개의 군으로 나누었다. 지대주는 cemented type abutment(Fixture-Mount, 

Implant Direct, California, USA)로 내부 연결부의 길이를 1mm, 2mm, 3mm, 4mm 

길이로 균일하게 제작하였고 길이에 따라 4개의 군으로 나누고 각 군당 5개씩의 지

대주를 사용하였다 (Fig 1). 금관의 제작은 각 cemented type의 지대주에 맞도록 왁

스 패턴을 제작하고 실리콘 인상재 퍼티 (Aquasil heavy body soft putty regular set, 

Densply International , New York, USA)로 복제하여 동일한 형태의 금관을 제작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니켈-크롬(Ni74.0%/Cr5.0%, Kashiwara, Osaka, Japan)으로 주

조하여 완성하였다 (Fig 2). 완성된 금관은 임시접착제인 Rely X
TM

 TEMP NE (3M 

ESPE, St. Paul, USA)로 지대주에 부착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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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 (a): from left side, abutments of 1 mm, 2 mm, 3 mm, and 4mm internal length; 

Abutment was formed of double lobes which comprised of an upper lobe and a lower 

lobe.  

(b): longitudinal sectional view of the implant fixture complex  

 

  

 

Fig 2.  

Cement type crown fabrication: were manufactured to same size and casted to 

Ni-Cr. A hole on the crown was made to measure the removal torque value of each 

specimen.   

A 

 

 
Upper lobe 

Lower lobe 

(a) (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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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연구 방법  

 

1. 시편의 고정 및 레진 매몰  

임플란트 고정체를 서베이어 (Ney Dental International, Bloomfield, Conn. USA)

를 이용하여 원형의 레진 housing에 clear resin(Orthodontic resin, Densply 

International, New York, USA)으로 매몰시키며 고정체가 적용되는 힘에 대해 30도 

각도를 이룰 수 있도록 고정시킨다. 임플란트 고정체의 매몰 깊이는 lever arm의 길

이가 12mm가 되도록 하여 휨 모멘트를 발생하도록 매몰되었다 (Fig 3). 

 

          

 

Fig. 3  

A: Schematic diagram of implant crown and loading direction  

B: Schematic diagram of implant assembly embedded in clear resin : It was 

embedded at an angle of  30°to the implant long axis 

 

 

12mm 

A 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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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초기 풀림 회전력 측정  

본 실험에서는 초기 풀림 회전력을 측정하기 위해 디지털 토크 게이지 (Model 

MGT-12 Mark 10, corp. USA)를 이용하여 제조사의 지시대로 30Ncm까지 시계방

향으로 조여주고, 10분 뒤에 다시 한 번 같은 힘으로 시계방향으로 조여준다. 그 후 

5분 뒤에 같은 토크 게이지를 사용하여 초기 풀림 회전력을 측정하고 이것을 초기 풀

림력으로 기록하였다. 각 시료당 3회의 조임과 풀림을 반복하여 측정된 풀림 회전력

의 평균값을 초기 풀림 회전력으로 확정하였다. 

 

3. 반복 하중  

피로 시험기(Dental chewing simulator, R&B Inc., Daejeon, Korea)는 압축공기를 

동력원으로 이용하며, 하중은 dead weight 방식으로, 제작된 추를 이용하여 알맞은 

하중을 줄 수 있도록 되어 있다 (Fig 4). 편심 교합력을 재현하도록 제작된 금관의 

중심에서 4mm 떨어진 부위에 직경 4mm의 구를 이용해 하중을 주었으며, 풀림력을 

더 크게 하기 위해 반시계 방향으로 하중을 가하도록 하였다. 하중의 크기는 사람의 

평균 저작력과 유사하게 0N-100N 사이로, 임상적으로 1년에 해당하는 저작횟수인 

1.0 x10
6
번을 시편에 가했으며, 2Hz의 주기로 조정하였다.

20-23
 매 50,000번 마다 시

험기를 멈추고 시편의 풀림, 파절 등을 관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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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4 Dental chewing simulator (R&B Inc., Daejeon, Korea) 

 

 

 

4. 하중 후 풀림 회전력 측정  

1.0x10
6
 번의 반복 하중 후, 임플란트 고정체와 상부구조의 조합체를 단단하게 고

정하고 같은 토크게이지를 사용하여 하중 후 풀림 회전력을 측정하였다. 그 후 초기 

풀림 회전력과의 차이를 비교하고 길이에 따른 풀림 회전력의 차이의 유무를 기록하

였다. 

 

5. 통계 분석 

4개의 군 사이의 하중 전후의 풀림 회전력 변화를 비교하기 위해 SPSS (ver. 17.0, 

SPSS Inc., Chicago, IL, USA) 를 사용하여 비모수 검정법인 Kruskal – Wallis test를 

수행하여 결과를 비교하여 길이에 따른 풀림 회전력의 변화의 관계를 분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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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Scanning Electron Microscopy (SEM) 분석 

하중 후 지대주 나사와 지대주의 내부 연결부의 표면의 변화를 평가하기 위해 SEM 

(Model S-3000, HITACHI, Tokyo, Japan)을 이용하여 각 군의 지대주 나사의 표면

과 지대주의 내부 연결부를 관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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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결과 

 

가. 풀림 회전력의 변화 결과 

 

초기 풀림 회전력과 하중 후 풀림 회전력의 차이의 평균과 표준편차는 Table 1, 2

에 정리되어 있으며 풀림 회전력의 차이는 비모수 검정법인 Kruskal-Wallis test를 

수행하여 관계를 분석하였다. 지대주 내부 길이에 따른 풀림 회전력의 평균값의 차이

는 나타났으나 통계적 유의성은 나타나지 않았다 (P >.050),(Table 3, Fig. 5). 또한 

어떤 시편에서도 완전한 나사 풀림이나 나사 파절은 관찰되지 않았으며, 하중 후 풀

림 회전력 값이 20NCm 이하의 값은 보이지 않았다. 초기 풀림 회전력은 각 군에서 

적용된 토크 값의 80-90%를 보였으며, 각 나사에 따라 약간의 차이를 보였다.  

 

Fig. 5 Means and standard deviation of RTV differences of the groups 

-6

-5

-4

-3

-2

-1

0

A B C D

NCm

Grou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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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Initial reverse torque value & post loading reverse torque value of each 

group, the difference between initial RTV and post loading RTV  

Specimen 

no. 

Initial RTV 

(Ncm) 

Mean initial 

RTV (Ncm) 

Post 

loading 

RTV (Ncm) 

Mean post 

loading 

RTV 

RTV 

differences 

(Ncm) 

Group A 1mm      

1 24.0  20.5  -3.5 

2 26.4  20.6  -5.8 

3 25.5 25.7(1.0) 24.5 22.4(1.8) -1.0 

4 26.0  23.7  -2.3 

5 26.4  22.9  -3.5 

Group B 2mm     

1 24.4  20.8  -3.6 

2 24.2  22.3  -1.9 

3 24.4 25.3(1.4) 22.1 22.7(2.1) -2.3 

4 25.7  22.3  -3.4 

5 27.6  26.3  -1.3 

Group C 3mm     

1 26  24.7  -1.3 

2 24  21.7  -2.7 

3 25.4 25.3(0.9) 23.7 23.6(1.2) -1.7 

4 26.3  23.1  -3.2 

5 24.8  24.6  -0.2 

Group D 4mm     

1 24.5  24.3  -0.2 

2 24.6  22.3  -2.3 

3 24.5 24.8(1.2) 24.7 23.5(1.6) -0.8 

4 23.5  21.2  -2.3 

5 26.8  24.9  -1.9 

 (  ): Standard devi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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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2. Mean values of RTV differences, SDs for groups (Ncm)  

Group N Mean SD 

A 5 -3.220 1.7740 

B 5 -2.500 0.9823 

C 5 -1.820 1.1819 

D 5 -1.500 0.9513 

 

 

Table 3. Kruskal- Wallis test (P<.05) for groups  

             Ranks 

 Group        N   Mean rank  

value 1 5 14.10 

2 5 12.10 

3 5 8.60 

4 5 7.20 

total 20  

 

Test statistics 
a,b

 

     value 

Chi-square  4.334 

df 3 

Asymp. Siq .228 

a. Kruskal Wallis test 

b. group variable: lengt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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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SEM 분석 결과  

 

하중 후 지대주 나사 표면을 관찰한 결과 4개의 군에서 모두 지대주 나사의 약간의 

손상을 관찰 할 수 있었으나 어떠한 지대주 나사에서도 하중으로 인한 나사의 휘어짐

이나 심한 마모와 부러짐은 보이지 않았다 (Fig. 6). 지대주 내부 연결부에서는 모든 

군에서 중간 lobe의 손상된 면을 관찰 할 수 있었으나 그 외의 나머지 부위에서는 손

상된 면을 거의 관찰할 수 없었다 (Fig. 7).  

 

 

Fig. 6 SEM statistics of abutment screw surface (x 200 original magnification)  

Group A: Ti alloy abutment screw into 1mm internal abutment   

Group B: Ti alloy abutment screw into 2mm internal abutment   

Group C: Ti alloy abutment screw into 3mm internal abutment   

Group D: Ti alloy abutment screw into 4mm internal abut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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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7 SEM statistics of internal connection surface of abutment (x 150 original 

magnification) 

A: a lobe surface of 1mm internal abutment, no damage was observed.  

B: upper lobe and lower lobe surface of 2mm internal abutment, upper lobe showed 

some damaged whereas the lower lobe showed significant damaged and scratches.  

C: lower lobe surface of 3mm internal abutment was relatively more scratched 

compared to upper lobe.  

D: lower lobe surface of 4mm internal abutment, it showed significant scratch marks 

compared to other surfaces  

 

 

 

  

A B 

D 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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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총괄 및 고찰 

 

임플란트의 나사 풀림과 파절은 joint separating force가 나사를 유지하는 힘인 

clamping  force 보다 더 크게 작용할 경우 나사의 전하중의 상실이 일어나 

발생하게 된다. 전하중 상실의 원인은 외부력에 의한 것으로 측방,전방운동 시 접촉, 

비기능 운동시의 접촉, 좋지 않은 보철물의 적합 등이 있다.
6, 18

 나사 조임의 목적은 

적절한 clamping force를 발생시키는 것이며 피로 한계 하에 최대한의 전하중을 

부여하여야 한다. 하지만 초기 토크는 settling effect에 의해 2-10%의 전하중을 

상실하는 것으로 보고되어 있어 본 실험에서는 제조사의 추천에 따라 30Ncm의 

토크를 부여하였고, 전하중을 최대로 부여하기 위해 Siamos 등
9
 에 의한 초기 토크 

적용 후 10분 뒤 다시 지대주 나사를 조여주는 방법을 사용하였다. 
 
또한, 초기 풀림 

회전력 측정은 Khraisat 등
20 

에 의한 방법으로 settling 에 의한 나사의 전하중 

상실이 일어나는 것을 고려하여 나사에 남아 있는 직접적인 전하중을 측정하기 위해 

2번의 조임 후 5분 뒤 다시 풀림 회전력을 측정하여 그 값을 초기 풀림 회전력으로 

하게 되었으며, 각 나사마다 나사 조임 후 초기 풀림 회전력이 다르다고 가정하였다. 

또한 본 실험에서 부여된 하중은 편심 하중과 반시계 방향의 회전력을 함께 부여하여 

지대주 나사와 지대주의 내부 접촉면과 회전 저항 형태 구조의 clamping force를 

약화시켜 지대주 나사의 피로가 증가하여 나사 풀림을 유도하도록 하였으며, 지대주 

내부길이의 차이에 따른 각 군의 풀림 회전력을 측정하여 초기 풀림 회전력과의 

차이를 계산하여 나사 풀림의 정도를 비교하도록 하였다. 
20,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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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기 풀림 회전력의 측정값은 초기에 적용된 토크 값의 80-90% 정도 남아있는 

결과를 보였으며 이것은 settling 현상에 의한 전하중의 상실 때문에 토크 값이 

감소되었다고 볼 수 있다. 그리고 각각의 나사에서 초기 풀림 회전력의 차이가 나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이것은 초기 풀림 회전력이 임플란트 시스템과 나사의 재료에 

따라 그 값의 차이를 보이며 같은 나사라도 제조사의 공정의 차이로 그 값이 다르게 

나타날 수 있으므로 각 나사의 특성에 따라 초기 풀림 회전력이 다르게 나타날 수 

있다.
20, 22

본 실험에 사용된 임플란트는 내부길이가 4mm인 지대주를 사용하며, 3- 

lobe의 형태를 가지고 있어 정확한 지대주의 결합을 가능하게 하며, long internal 

connection 의 지대주와 함께 나사 결합부의 안정성을 유지하는데 도움을 준다.
24  

이러한 지대주의 결합부 내부 길이를 감소시켜 하중 후 풀림 회전력을 측정하였고 

하중 전에 비해 풀림 회전력의 감소를 확인해 볼 수 있었다. Steinebrunner 등
19 

에 

의하면 짧은 외측 또는 내측 연결 임플란트 보다 내부길이가 긴 Tube 형태의 연결 

임플란트가 파절강도와 수명에서 더 많은 장점을 가진다고 하였다. 또한 기계공학의 

관점에서, 이것은 tube의 직경과 결합부 내부길이의 비율이 1.4 이상인 경우 

안정성이 있다고 하였으며, long internal connection의 임플란트는 이를 만족하며 

이것은 미세 운동을 최소화하여 나사 풀림을 방지한다고 하였다. 하지만 반복 하중에 

대한 실제 내부 길이에 따른 나사 풀림의 정도에 대한 연구는 없었으며, 본 연구에서 

실제로 내부길이에 따른 나사 풀림의 차이에 대한 실험을 시행한 결과 지대주의 

내부길이가  짧아질수록 하중 후 풀림 회전력의 차이의 평균값은 감소하는 것이 

확인되었다. 하지만 일정한 비율로 상실되는 값을 보이지는 않았으며 통계적으로도 

유의한 차이는 없었다. 내부길이가 짧아짐에 따라 하중 전 후 풀림 회전력의 

평균값의 감소를 보인 것은 tube 의 직경과 결합부 내부 길이의 비율 값과 관계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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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었으며, 그 값이 1.4 이상인 지대주의 내부길이가 4mm인 경우에는 본 실험의 

반복 하중 조건에서 안정성을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나머지 길이의 

지대주에서 길이에 따라 평균 풀림 회전력의 감소가 나타났지만 하중 전 후 평균 

풀림 회전력의 상실 정도가 3Ncm 이하를 보이고 있어 본 실험의 조건에서 나사 

결합부의 안정성을 보인다고 할 수 있다. 그리고 어떤 시편에서도 완전한 나사 

풀림과 나사 파절이 나타나지 않았으며 거의 모든 시편에서 하중 후 풀림 회전력을 

측정하였을 때 초기 풀림 회전력의 80%이상의 토크가 남아 있었고 임플란트 

지대주와 고정체 간의 연결부에서 안정성을 유지하고 있었다. 이것은 내부 길이 보다 

상부의 회전 저항 형태 부위에 의한 기계적 저항성과 임플란트 지대주 나사의 형태가 

임플란트 지대주와 고정체의 안정성에 더 많은 영향을 준다고 생각할 수 있다. 

Wiskott
13

 등은 Replace select system의 connector 간의 피로 강도에 대한 연구 

결과 회전 저항 형태가 기계적 저항성을 제공하지 못한다고 보고하였다. 하지만 본 

실험의 SEM 분석 결과 상부 lobe에서는 회전력에 저항한 모습이 관찰되지 않으나 

하부 lobe 에서는 상당한 마찰이 있었던 모습이 관찰되었다. 이것은 하부 lobe에서 

적절한 기계적 저항력을 나타내었다고 볼 수 있다. 또한 임플란트 지대주 나사의 

형태와 연결부의 안정성에 대해 Piermatti 등
25

 은 더 굵은 나사의 사용과 특별한 

형태의 나사에서 토크의 상실이 감소되었다는 연구 결과를 보고하였는데, 본 실험에 

사용된 나사는 2.0mm의 나사선 부위와 2.5mm 의 나사상부 두께를 가지며 상부 

나사의 길이가 길어 임플란트 지대주와 고정체의 연결부에 안정성을 제공하여 나사의 

풀림회전력 감소 값의 차이를 보이지 않았을 것으로 예측된다.  

본 연구에서는 풀림회전력 차이의 평균은 길이에 따라 감소되는 결과를 보였지만, 

통계적 유의성은 없었다. 또한 5개의 시편을 사용하였는데 이것은 비교적 적은 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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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편을 사용한 것으로 더 많은 시편을 이용한 연구가 필요하다. 본 실험 조건에서 

완전한 나사 풀림과 파절을 보인 시편은 보이지 않았으며 이것은 남아있는 토크가 

장기간 동안 임상적으로 임플란트 복합체를 유지할 수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식립 방향이 좋지 않는 임플란트를 삽입 철거할 때 내부 길이가 짧은 

지대주를 사용하면 보철과정이 좀 더 용이하고 향후 임플란트 복합체의 안정성도 

유지가 가능 할 것으로 보인다. 향후, 풀림력이 감소한 시편에서의 완전한 나사 

풀림이 발생하는 토크의 역치 값을 결정할 수 있는 미래의 연구가 필요하며, 더 많은 

수의 시편을 이용한 실험실 연구와 함께 임상적인 장기간의 연구 또한 필요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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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결론  

 

  본 연구에서는 내측 연결 임플란트에서 지대주 내부 길이에 따른 나사의 풀림력에 

대한 평가를 해 보고자 하였으며, 이를 위해 지대주를 길이에 따라 4가지 군으로 

나누어 임플란트 고정체와 연결하고 접착유지형 금관을 제작하였다. 각 시편에 

임플란트 장축에 대해 30도 각도의 하중으로 cyclic loading을 가하여 하중 전후의 

나사의 풀림력을 측정하여 그 평균값을 비교하였다. 그 결과 나사의 풀림회전력과 

지대주 내부 길이와의 영향에 대해 다음과 같은 결론을 도출하였다 .   

 

1. 지대주의 길이에 대한 나사 풀림의 정도는 유의성이 없었다.  

2. 내부길이에 따른 풀림회전력의 차이가 크지 않으며 완전한 나사 풀림과 

파절을 보이는 시편은 없었고 임플란트 복합체의 안정성을 유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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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Influence of the length of internal connection on screw loosening in 

internal connection implants 

 

Ji-Sun Kim. D.D.S 

Department of Dentistry, 

The Graduate School, Yonsei University 

 

(Directed by Associated Professor Hong-Seok Moon, D.D.S, Ph.D.) 

 

Abutment screw loosening and fracture of single implant restorations are 

frequently experienced by dental clinicians. One of the ways to prevent joint 

separating force is an anti-rotation resistance form. Many manufactures have 

developed the various implant joint designs, among them the long tube-in tube 

connection implant design is advantageous in decreasing the misfit of a restoration 

and lowering rotational center.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evaluate effect of 

internal connection length on screw loosening in the internal connection implants.  

Twenty long internal connection implants (Replus system, 4.7x11.5 mm) were 

selected for this investigation and divided into four groups, depending on the 

length of the internal connection. Each implant fixture specimen was embedded in 

resin medium and connected to abutment screw. A cyclic load of 100 N wa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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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plied at an angle of 30°to the implant long axis and a target of 1.0 x 10
6
 cycles 

was defined. Reverse torque value was recorded before and after loading and the 

difference was calculated. The data were analyzed with Kruskal-Wallis test. 

1. No significant difference was found among the groups. 

2. Screw loosening and fracture was not observed in any groups and joint 

stability was maintain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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