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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론

임플란트는치과 역에서이미안정적인치료방법중하나

로널리자리잡고있다. 그러나아직구조적인한계로인해몇

몇문제점을안고있는것이사실이며, 그중나사풀림현상은

주요한문제점중하나로알려져있다. Wittneben 등1은임플란트

고정성 보철물에 한 10년간의 후향적 연구결과에서 10년
failure rate로 4.5%, complication rate로 24.7%가조사되었고, com-
plication 중 10.4%가 나사풀림에 의한 것이라 발표했다. 또한,
Jung 등2은 5년간의 survival rate와 complication rate에 한 sys-
temic review에서, 가장주요한 technical complication으로나사풀림

이 보고되었음을 기술하 고, 5년간의 cumulative incidence로
12.7%가 조사되었다고 하 다. 이를 비롯하여 많은 임상연구

및 기초연구가 이루어졌으며, 결과의 차이는 있으나, 결국 나

사풀림이 해결해야 할 과제임을 지적하고 있다.3-5 결과적으로

많은임플란트제조사들은이러한문제점의원인에 해다양

한각도에서접근하여 안을제시하고개선된제품들을생산

하고있는실정이나완전한해결책은찾지못하고있다.6-11

이러한나사풀림현상이오는두가지주요메커니즘으로는,
나사접촉부위에서의과도한bending과 settling effect가지적되고

있다.12 그중 settling effect는완벽하게 smooth한표면은없다는사

실에 기초한 것으로, 한 표면이 다른 표면에 완벽하게 접촉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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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없기때문에나사에의한 initial load 적용후표면에발생하는

micromovement에의한마모로인해두표면이좀더가깝게되는

효과를의미하며, 이러한 settling effect가나사의탄성적신장보

다큰경우풀림이발생하게되는것이다.13 이번연구에서는이

러한효과를발생시키는micromovement를최소화하는방법으

로, 나사와 지 주간의 접촉이 아닌 지 주와 임플란트 고정

체간의면접촉에서의효율을높이기위해고안된grooved abut-
ment의안정성을평가해보고자하는것이다.14

본연구에서는, 안정적으로식립된임플란트에지 주를장

착후 6개월검진시나사의추가회전각을측정하는방법을이

용하여 지 주의 안정성을 평가하여, 지 주의 groove 여부가

연결나사의안정성에미치는 향에 해알아보고자하 다.

재료 및 방법

1. 상 선정

부분무치악으로 인해 임플란트 식립 완료 후, 2015년 3월부

터 7월까지 연세 학교 치과 학병원 보철과에 내원한 환자

군 중에서, 본 임상시험에 참여할 것을 자발적으로 동의한 환

자, 구치부부분무치악을가지는환자에서임플란트를이용한

고정성 보철이 필요한 환자, 결손부 합치가 자연치 또는 보

철수복된자연치인환자, 만 18세이상인환자, 턱관절및기타

교합장애가 없는 환자를 선별하 으며, 그 중 임산부 및 수유

부, 조절되지않는고혈압, 당뇨등의전신질환을앓고있는환

자, 출혈성병력이나질환을가진환자, 또는이의예방을위해

항혈소판제제 또는 항응고제를 복용하고 있는 환자, 구강 내

연조직에 심각한 병적 소견을 보이는 환자, 기타 임상의에 의

해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는 환자를 제외한 뒤, 임의로 배정하

다. 전체연구계획은사전에연세 학교치과 학의임상시

험심사위원회(IRB, Institutional Review Board) 심의 및 승인(승
인번호 : 2-2013-0054)을받았다. 

2. 연구 방법

1) 임플란트고정체및지 주

조군은 Astra (Dentsply Inc., Goteborg, Sweden), Straumann
(Straumann Inc., Basel, Switzerland), Implantium (Dentium Inc., Seoul,
Korea), Osstem (Osstem Inc., Seoul, Korea)의 고정체와 groove가
없는 지 주(Non-grooved abutment, T-strong Inc., Gimhae, Korea,
Sylbutment)를사용하 고, 실험군은 Implantium과Osstem의고정

체를사용하고, 지 주만grooved abutment (Fig. 1)를제작하여사

용하 다. 모든보철은2-piece hex 지 주를사용하 으며, 단일

치관으로제작하 다. 

2) 추가회전각측정

지 주및연결나사는각제조사가추천하는토크를적용하

여장착한뒤, 5 - 10분후에동일한토크를재적용하 으며, 약1
주일뒤점검을시행하여다시동일한토크로연결나사를체결

하 다. 그후, 나사의안정성을확인하기위해서보철후6개월

시점에서보철물의흔들림여부를확인하여 screw loosening 여부

를 확인한 뒤, 제조사가 추천하는 토크를 재적용시 추가적인

회전이어느정도인지를확인하 다. 구강내에서추가회전각

측정장치를 사용하여 추가회전각을 정량화하 으며, 별도로

고안된 추가회전각 측정장치 (Fig. 2)를 사용하 다. 드라이버

손잡이부위에만들어진눈금은 1눈금이 5도의회전을의미한

다.

3) 보철물상에서Periotest 측정

Abutment를 제거하지 않은 상태에서, 보철물의 안정성을 평

가하기위해보철물협측하방부위에서Periotest (Medizintechnik
Gulden Inc., Modautal, Germany)를이용하여3회동요도측정을시

행하여그평균값을사용하 다.

Fig. 1. Grooved abut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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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통계학적분석

통계학적분석법으로는, SPSS (Version 22.0; SPSS, IBM, Chicago,
IL, USA) 프로그램을이용하여Shapiro-Wilk 정규성분석을먼저

시행한뒤, 결과에따라Mann-Whitney 분석법으로검정하 다.

결과

50명에 해서 53개임플란트를진행하 고, 실험군 21개와

조군 32개가진행되었다. 그러나, 조군중2명이중도철회

하여최종적으로총 51개임플란트에 해연구가완료되었다

(Table 1). 
51개임플란트에 해보철을장착한후 6개월뒤점검을시

행한 바, 특이할 만한 합병증은 나타나지 않았다. 임플란트 보

철물에서도나사의풀림이나보철물의파절등의소견은나타

나지 않았다. 계획한 로, 보철물 상에서 Periotest를 이용하여

동요도를 측정하 고, 나사의 추가회전 여부와 그 눈금을 측

정하 으며, 그결과는Table 2와같다.
6개월후나사추가회전눈금과PTV에 한정규성을Shapiro-

Wilk 분석법으로 분석한 결과, 추가회전 눈금에서는 두 그룹

모두정규성이없는것으로확인되었고, PTV에서는 조군그

룹에서만 정규성이 확인되었다. 이에 각각에 해 Mann-
Whitney 분석을시행한결과, 추가회전눈금에서그룹간유의성

(P = .576 < .05)이없었으며, PTV에서도그룹간유의성 (P = .767 <
.05)이없어귀무가설이유지되었다.

Fig. 2. Additional rotation measurement device. (A) Device set, (B) Device setting example, (C) Devices arrange state before measuring, (D) 3 clicks rotation state after
measuring.

A B

C D

Table 1. Implant system distribution in each group
Astra Straumann Implantium Osstem

Control group (n = 30) 6 11 6 7
Experimental group (n = 21) 0 0 20 1

Table 2. Additional rotational angle and Periotest value in each group
Control group Experimental group P-value [Mann-Whitney]

Additional rotational value (Mean ± SD) 7.35�± 9.25� 4.75�± 6.20� .576
Periotest value (Mean ± SD) -3.92 ± 1.70 -5.04 ± 4.72 .7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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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찰

임플란트의나사풀림현상은여전히주요한 mechanical com-
plication의하나이다. 나사풀림현상을방지하기위해여러임플

란트 제조회사에서 다양한 시도를 해왔다. 이번 연구 상인

grooved abutment는이전의시도들이주로재료와나사의표면에

초점을 맞춰왔던 것과 달리 임플란트 고정체와의 접촉면적을

넓히는데 그 초점이 있다고 볼 수 있다. 연구 상인 grooved
abutment의경우, 고정체와의접촉부분에groove를형성한것으

로, 나사체결후 groove 주위에탄성변형이생겨서고정체와의

착도가 높아져 결과적으로 접촉면적을 넓히는 효과를 보일

수있기때문이다.14

임플란트 고정체와 지 주의 접촉면적은 토크 에너지에 의

한표면적피로에의해일부증 될수있으며, 그것은오히려

접촉되는상 면과의보다나은조화를낳아체결부에서의미

세누출을줄일수있다는것은이미알려진사실이다.15 그러나

일정수준이상의강도를필요로한다는점과선반가공의한계

로인해완벽한면접촉을구현할수없는것또한사실이다. 그
러한관점에서, grooved abutment는접촉면적을넓혀응력을분산

시키고 나사풀림을 줄여 지 주의 안정성을 높이려는 접근인

것이다.16

그러나, 결과적으로 통계학적으로는 두 그룹간에 유의차가

없고 유사한 안정성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여지고 있기 때

문에, grooved abutment가나사풀림에 한긍정적인 안이될

수 있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운 것으로 보여진다. 다만, 평균값

으로만비교해볼경우grooved abutment가나사추가회전각이나

PTV 모두에서 조군에비해좋은결과를보이고있고, 지 주

이외에많은요소들이나사풀림에 향을줄수있는점, 지
주에 한 groove 효과가 임플란트 system별로 다를 수 있다는

점, 이번 임상연구에서 술자가 13명이었던 점, 증례수가 작고

점검기간이다소짧다는점등의한계까지고려할경우, grooved
abutment의 사용은 임플란트 지 주의 안정성을 증진시키고

나사풀림을감소시킬수있는방법으로고려되며더장기적인

점검과 많은 증례에 해서 추가 연구를 수행하는 것이 필요

하리라 생각되며, 이번 연구에서 그러한 가치를 확인한 것에

의의가있다고보여진다. 
또한 이번 연구에서는, 그간 명확하게 정량화 할 수 없었던

나사의추가회전각을임상에서측정할수있는방법을개발하

고, 그것을실제실험에적용하 다는것에서도의의가있으

며, 향후다양한임상연구에서활용가능할것으로보여진다.

결론

본연구결과를근거로볼때, 지 주의 groove 여부가지 주

연결나사의안정성에미치는 향은유의한차이가없으나, 이
에 해 좀더 장기적이고 다수의 증례를 이용한 추가적인 연

구가필요해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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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rooved abutment가 임플란트 지 주 연결나사의 안정성에 미치는 향

심일광1,2∙양승원1,2∙심준성2∙김지환2*

1연세 학교 학원치과보철학교실, 2연세 학교치과 학치과보철학교실

목적: 본연구의목적은 grooved abutment가지 주나사풀림현상에미치는 향을확인하는것이다.
재료 및 방법: 2015년 3월부터 7월까지연세 학교치과 학병원보철과에내원한 50명, 51개임플란트에 해서임플란트보철장착후 6개월점검

시지 주연결나사의안정성을평가하 다. 조군은 groove가없는지 주를사용한 30개임플란트이었고, 실험군은 groove가있는지 주를사용

한 21개임플란트이었으며, Astra, Straumann, Implantium, Osstem 시스템이사용되었다. 6개월점검시에지 주연결나사의풀림여부를조사하 고,
동일한힘으로재체결시지 주연결나사의추가회전각을측정하 으며, 보철물협측하방부위에서 PTV를측정하 다. SPSS 프로그램을이용하

여정규성분석후 Mann-Whitney 분석을시행하 다.
결과: 51개 임플란트에 해 보철 장착 후 6개월 점검을 시행한 바, 나사 풀림이나 보철물 파절 등의 특이할 만한 합병증은 나타나지 않았다. 6개월

후지 주연결나사의추가회전각은, 실험군평균은 4.75�이었고 조군평균은 7.35�이었으며, 통계적으로유의한차이는없었다 (P = .576). PTV에

서도유의한차이는없었다 (P = .767).
결론: 지 주의 groove 여부가 지 주 연결나사의 안정성에 미치는 향은 유의한 차이가 없으나, 이에 해 좀더 장기적이고 다수의 증례를 이용

한추가적인연구가필요해보인다. ( 한치과보철학회지 2016;54:387-92)

주요단어: Grooved abutment; 추가회전각; 나사풀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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