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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론

오늘날 치과용 임플란트는 부분 무치악 환자, 완전 무치악 환
자의 치료에 널리 사용되고 있다. 시술한 치과 임플란트의 미래 
성공여부를 내다보는 척도로서 골내에 식립된 임플란트의 안정

성(stability)을 수치화하여 비교하는 ‘안정성 검사(stability test)’
가 대표적이다. 치과 임플란트의 안정성은 식립 당시에 측정하

여 기록하는 초기 안정성(primary stability)과, 골유착 치유가 진

행되면서 얻게 되는 이차 안정성(secondary stability)으로 구분

하고 있다.1 이들 중 임플란트의 초기 안정성은 임플란트 식립 직
후에 얻어지는 기계적인 안정성으로서, 이후에 진행되는 골유

착 과정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임플란트의 성공에 매우 중요

한 요소이며,2 신생골 형성(new bone formation)과 골 개조(bone 
remodeling)로 얻어지는 이차적인 생물학적 안정성과는 구별하

여 이해해야 한다.3 초기 안정성은 식립된 임플란트의 즉시부하

와 초기기능력을 부여하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요소이며, 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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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 골량, 수술법, 임플란트의 형태 및 표면처리 등의 특성에 의
해서 영향을 받는다.4,5

초기 안정성과 임플란트 초기 고정력을 측정하기 위해 조직

학적 관찰6, 제거 토크(removal torque) 분석,7,8 방사선사진 분
석 등의 방법이 소개되었다.9 그러나 기계적 측정법들은 골유착

이 완성되기도 전에 과도하게 침습적이며, 화상에 의한 판정법

들은 객관화된 정량적 정확도가 모호하다는 단점을 가지고 있
다.10 아직까지 임플란트의 초기 안정성을 임상적으로 측정할 수 
있는 기기들이 다양하지 않은 실정에서 자기공진주파수 분석법

(resonance frequency analysis, RFA) 방식과 타진방식의 2 가지 
측정 방식이 널리 사용되고 있다.11,12 RFA 방식은 SmartPeg라고 
불리는 변환기(transducer)를 측정할 때마다 임플란트에 연결해

야 하는데 임플란트의 종류에 따라 맞는 것을 특별히 선택해서 
측정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다.13 이러한 RFA 방식과는 달리, 
타진 방식은 healing abutment (HA) 또는 임플란트 상부보철을 
제거하지 않은 상태에서 치유기간 동안에도 필요할 때마다 자
유롭게 안정성을 측정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타진방식의 측
정기기로는 이미 잘 알려져 있는 Periotest (Medizintechnik Gul-
den, Modautal, Germany)와 최근에 개발되어 출시된 AnyCheck 
(Neobiotech Co. Ltd., Seoul, Korea) 등이 있다.

Periotest는 문헌상에 가장 자주 언급되어 있는 측정기기 중 하
나다.14 금속 막대(metal rod)가 HA 또는 임플란트 상부보철의 
표면에 닿은 후 정지하였다가 다시 돌아오는 시간을 측정하여 
Periotest value (PTV)로 나타낸다. 4초 동안 총 16회 타진하며, 
PTV가 0일 때 접촉 시간은 0.426 milliseconds이다. 접촉시간이 
0.02 milliseconds 증가하면 PTV는 1이 증가하게 되는데, 계기

판에는 -8에서 +50까지의 값으로 표시된다.15 임플란트 안정성 
수치는 높을수록 임플란트의 동요도가 작다는 뜻이기 때문에, 
PTV는 측정값이 낮을수록 높은 임플란트 안정성 수치를 의미한

다. PTV에 관련된 연구를 살펴보면 Aparicio16는 8년 종단적 연
구에서 PTV가 골 리모델링과 골유착의 정도와 강한 상관관계를 
보이며, 보철물을 제작하기 전에 Periotest를 이용하여 임플란트

의 성패 판별이 가능하다고 보고하였다. 그러나, Faulkner 등14은 
Periotest가 충격을 가하는 위치에 따라서 PTV의 차이가 있음을 
발견하였는데, 1 mm 정도의 위치 차이에서 PTV가 1 - 2 정도 변
할 수 있으며 같은 위치에서 측정한 경우에서도 측정각도에 따
라 PTV 2.5 - 4.0 의 차이가 발생할 수 있다고 보고하였다. 다른 
연구에서도 타진 위치 등의 다양한 요인이 PTV 값에 영향을 준
다고 하였다.17,18

AnyCheck은 타진방식 임플란트 안정성 측정기기로서 2017
년에 출시되었다. 임플란트 보철 또는 HA를 3초 동안 6회 타
진하여, HA와 접촉하는 시간을 계측하여 implant stability test 
(IST)로 표시하는 기기이다. IST는 1 - 99의 범위로 표시되며 숫
자가 높을수록 접촉시간이 짧고 임플란트 안정성 수치가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IST는 1 - 59에서 낮은 안정성, 60 - 64에서 보통 
안정성, 그리고 65이상에서 높은 안정성을 의미한다. 타진 시 59
이하의 낮은 안정성을 나타내는 경우 즉시 타진을 중단하는 안

전제어 기능도 갖추고 있다. 측정 시 위치는 먼저 환자를 직립위

로 앉도록 하여 임플란트 장축이 지면과 수직이 되도록 위치시

킨다. 임플란트 장축에 수직으로, 즉 지면과 평행하도록 기기를 
위치시키고 IST를 측정한다. AnyCheck은 지면과 기기가 이루

는 각도가 30°이상일 경우 오류로 인식하면서 타진 측정이 중단

되는 제어기능이 있기 때문에, 측정 허용 각도를 벗어난 위치에

서 각도 차이에 의한 측정오차를 줄일 수 있다. 그러나 아직 장기

간의 임상적 사용 데이터가 축적되지 않아 더욱 다양한 상황에

서의 세밀한 연구가 부족한 상태이다. 또한 이러한 타진방식 임
플란트 안정성 측정기기는 실제 환자의 구강 내에서 HA의 높이

와 타진각도의 다양한 변화에 따라 측정값이 영향을 받을 수 있
을 것으로 추측되나 현재까지 이에 대한 연구는 거의 없는 실정

이다.
따라서 이번 연구의 목적은 인조골에 동일한 조건으로 식립

한 임플란트에 대하여 타진방식의 임플란트 안정성 측정기기인 
Periotest와 AnyCheck을 사용하여 안정성 수치를 측정함에 있어

서, HA의 높이와 타진각도의 변화에 따른 각 측정기기의 안정성 
수치 차이를 조사하는 것이다.

재료 및 방법

상악 구치부의 해면골 평균 골밀도와, 평균 피질골 층을 재
현한 인조골 블록(artificial bone block, Sawbones Pacific Re-
search Laboratories, Vashon, WA, USA)을 이번 연구에 적합하

도록 주문 제작하였다. 상악 구치부의 평균 해면골 밀도가 0.31 
g/cm3이기 때문에, 이를 재현하기 위해서 밀도가 0.32 g/cm3인 
블록을 사용했으며 피질골은 블록의 상단에 1 mm 두께의 에폭

시 판(epoxy sheet)으로 재현하였다.19 블록은 길이 30 mm, 너비 
30 mm, 높이 41 mm의 크기로 제작하였다.

60개의 CMI IS-II 임플란트(Neobiotech, Seoul, Korea)를 사
용했으며 크기는 직경 4.0 mm, 길이 10.0 mm로 제조사의 표준 
크기 임플란트를 사용했다 (Fig. 1A). Healing abutment (Neo-
biotech, Seoul, Korea)는 모두 직경이 4.5 mm였으며, 높이 2, 3, 
4, 5 mm인 제품을 각각 15개씩 사용하였다. 식립 토크(insertion 
torque value, ITV) 측정을 위해 토크 라쳇(torque ratchet, Neo-
biotech, Seoul, Korea)을 사용했다.

표본 제작을 위해 고정용 바이스를 이용하여 인조골 블록의 
장축이 지면과 수직이 되도록 고정시켰다. 핸드피스(INTRA-
surg 300; KaVo Dental, Biberach, Germany)를 이용하여 인조골 
블록의 정중앙에 임플란트를 식립했으며 ITV는 45 - 55 Ncm 범
위의 통제된 힘으로 식립하였다 (Fig. 1A). 식립 방법은 제조사

(Neobiotech, Seoul, Korea)에서 제공되는 표준 식립 방법을 따
라 시행하였다. 식립 후 높이 2, 3, 4, 5 mm의 HA를 10 Ncm의 
동일한 힘으로 체결하여 제작한 표본을 각각 15개씩 순서대로 
그룹 1, 2, 3, 4로 분류하였다 (Table 1).20

Periotest 제품 중 2008년에 출시된 Periotest M을 사용하였

다. 임플란트 장축이 지면과 수직인 상태에서 Periotest M을 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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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란트 장축과 수직으로, 즉 지면에 대하여 평행하게 위치시켜 
측정하는 것을 기본 측정위치로 하고 있기 때문에 이번 연구에

서는 지면과 평행한 각도를 0°로 규정하였다. 0° - 90°의 각도를 
표시한 플라스틱 plate를 제작하여 지면과 수직이 되도록, 즉 0°
를 나타내는 선이 지면과 평행하며 90°를 나타내는 선이 지면

과 수직이 되도록 위치시켰다. 표본을 플라스틱 plate의 각도 기
준점에 위치시킨 후, Periotest M을 0°와 30°선에 위치시켜 측정

하였다. 0°로 측정 시 Periotest M을 지면에 평행하게, 가능한 측
정 목표점에 근접하게 위치시킨 후 측정하였다.21 30°로 측정 시 
Periotest M을 지면과 30°의 각도를 이루도록, 즉 임플란트 장축

과 60°가 되도록 위치시킨 후 측정하였다 (Fig. 2). 측정 위치는 
HA 측면의 가장 높은 지점에서 측정했으며, 각각의 임플란트에 
대해 3 - 4번 반복 측정하여 같은 수치가 3번 측정되면 이 값을 
각 임플란트 별 PTV로 정하였다.22 

AnyCheck은 임플란트 장축이 지면과 수직인 상태에서 Any-
Check을 임플란트 장축과 수직으로, 즉 지면과 평행으로 위치

시켜 측정하는 것이 기본 위치이므로 이번 연구에서는 지면과 
평행한 각도를 0°로 정하였다. 0 - 90°의 각도를 표시한 플라스

틱 plate를 지면과 수직이 되도록, 즉 0°를 나타내는 선이 지면

Table 1. Specimen classification by healing abutment height
Group 1 2 3 4

Healing abutment height (mm) 2 3 4 5
Implant diameter (mm) 4.0 4.0 4.0 4.0
Implant length (mm) 10.0 10.0 10.0 10.0
Number of specimens 15 15 15 15

Fig. 2. Schematic representation of implant stability measurement. Long axis 
of implant (a) was perpendicular to horizontal plane (b). IST and PTV were 
measured at the angles of 0° (c) and 30° (d). Note that measurement angle 
of 0°(c) was parallel to the horizontal plane (b). (A) shows healing abutment 
and (B) shows implant. (C) shows cortical layer and (D) shows cancellous 
bone of artificial bone block.

Fig. 1. (A) Cross-sectional view of CMI IS-II implant (4.0 mm diameter, 10.0 mm length) placed into artificial bone block. (B), (C), (D), (E) show radiographic 
images of specimens of 2, 3, 4, 5 mm healing abutments, respectively. In the radiographic images, (a) shows healing abutment and (b) shows implant. (c) shows 
cortical layer and (d) shows cancellous bone of artificial bone block.

A

B C D E

(a)

(b)

(c)

(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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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평행하며 90°를 나타내는 선이 지면과 수직이 되도록 위치

시켰다. 표본을 플라스틱 plate의 각도 기준점에 위치시킨 후, 
AnyCheck을 0°와 30°선에 위치시켜 측정하였다. 0°로 측정 시, 
AnyCheck을 지면에 평행으로, 즉 임플란트 장축에 수직으로 가
능한 측정점에 근접하게 위치시킨 후 측정하였다. 30°로 측정 시, 
AnyCheck을 지면과 30°의 각도를 이루도록, 즉 임플란트 장축

과 60°를 이루도록 위치시킨 후 측정하였다 (Fig. 2). 측정 위치

는 HA 측면의 가장 높은 지점에서 측정했으며, 각각의 임플란트

에 대해 3 - 4번 반복 측정하여 같은 수치가 3번 측정되면 이 값
을 각 임플란트 별 IST로 정하였다.

측정한 데이터에 대한 통계 분석을 시행하였으며, 모든 통계는 
SPSS statistics 18.0 소프트웨어 프로그램(SPSS, Chicago, IL, 
USA)을 사용하여 분석했다. one-sample Kolmogorov-Smirnov 
test를 사용한 정규성 검정을 통해, ITV, PTV, IST 측정 데이터의 
분포가 정규분포를 따르지 않음을 확인하여 비모수 통계 분석을 
시행하였다. Kruskal-Wallis test를 시행하여 각 그룹의 ITV를 비
교했으며, 2, 3, 4, 5 mm의 HA를 체결한 그룹 1, 2, 3, 4 간의 IST
와 PTV를 측정한 값을 각각 비교하였다. 그룹 1, 2, 3, 4 간의 
IST와 PTV 비교 시 Mann-Whitney U test를 이용하여 사후분석

을 시행하였다. 또한 Mann-Whitney U test를 이용하여 동일한 
HA 높이에서 IST와 PTV를 각각 0°와 30°로 측정한 값을 서로 
비교하였다. P < .05이었을 때 통계적 유의성이 있다고 판단하였

다.

결과

각 그룹의 ITV는 Kruskal-Wallis test를 시행했을 때 P > .05의 
결과가 나왔기 때문에, 모든 그룹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

가 없었다 (Table 2). ITV는 안정성 측정값에 영향을 미칠 수 있
으므로 그룹 간 유의한 차이가 없도록 통제하였다.

AnyCheck을 사용하여 IST 측정 시 HA의 높이가 증가할수

록 IST가 낮아짐을 확인할 수 있었다 (Fig. 3). 각도의 변화에 따
른 차이는, 0°와 30°로 측정한 수치를 비교했을 때 30°로 측정한 
IST가 더 높은 값을 나타냈으며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

다 (Table 3, Fig. 4). 측정각도 0°와 30°에서 그룹 1과 2, 그룹 2

와 3, 그룹 3과 4를 비교 시 통계적 유의차가 없었다 (P > .05). 
그러나 그룹 1과 3, 그룹 1과 4, 그룹 2와 4를 비교 시 통계적 유
의차가 있었다 (P < .05).

Table 2. Mean values and standard deviations of ITV, IST, PTV
Group 1 2 3 4

ITV (Ncm) 50.8 ± 4.00 50.33 ± 3.52 50.7 ± 2.6 50.7 ± 2.6
IST (0˚) 86.8 ± 0.56 84.93 ± 0.88 82.47 ± 0.99 78.53 ± 1.06
IST (30˚) 87.93 ± 0.26 86.53 ± 0.64 84.93 ± 0.88 83.13 ± 1.25
PTV (0˚) -7.95 ± 0.13 -7.58 ± 0.33 -6.86 ± 0.49 -5.7 ± 0.36
PTV (30˚) -8 -8 -7.79 ± 0.28 -7.11 ± 0.35

IST; implant stability test, ITV; insertion torque value, PTV; Periotest value, Group 1; 2 mm healing abutment, Group 2; 3 mm healing abutment, Group 3; 4 mm 
healing abutment, Group 4; 5 mm healing abutment.

Fig. 3. (A) Results of Kruskal-Wallis test of implant stability test (IST) 
measured at the angle of 0° (n = 15). (B) Results of Kruskal-Wallis test of 
implant stability test (IST) measured at the angle of 30° (n = 15). Height of 
healing abutments (HA) were 2 mm, 3 mm, 4 mm and 5 mm in group 1, 2, 3 
and 4, respectively. 
*Different letters (a, b, c) indicate significant differences (P < .05).

A

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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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riotest M을 사용하여 PTV 측정 시, HA의 높이가 증가할수

록 높은 PTV를 나타냈다 (Fig. 5). PTV는 커질수록 낮은 안정성

을 의미하므로, 이는 HA의 높이가 증가할수록 안정성이 낮아지

는 PTV가 측정된 것을 의미한다. 0°로 측정 시 그룹 1과 2, 그룹 
2와 3을 비교했을 때는 통계적 유의차가 없었으며 그 외의 비교

에서는 유의차가 있었다. 30°로 측정 시 그룹 1과 2를 비교했을 
때는 통계적 유의차가 없었으며 그 외의 비교에서는 유의차가 있
었다. 0°와 30°로 측정한 PTV를 비교 시 30°에서 더 낮은 PTV, 
즉 더 안정성이 높은 수치를 나타냈다. 이 때 그룹 1에서는 통계

적 유의차가 없었으며 그룹 2, 3, 4에서는 통계적 유의차가 있었

다 (Table 3, Fig. 6). 

Table 3. Comparison of implant stability test (IST) and Periotest value (PTV) measured at the angles of 0° and 30° by Mann-Whitney U test
0° (n = 15) 30° (n = 15) P value1)

IST (group 1) 86.80 ± 0.56 87.93 ± 0.26 .000
IST (group 2) 84.93 ± 0.88 86.53 ± 0.64 .000
IST (group 3) 82.47 ± 0.99 84.93 ± 0.88 .000
IST (group 4) 78.53 ± 1.06 83.13 ± 1.25 .000
PTV (group 1) -7.95 ± 0.13 -8 .539
PTV (group 2) -7.58 ± 0.33 -8 .000
PTV (group 3) -6.86 ± 0.49 -7.79 ± 0.28 .002
PTV (group 4) -5.7 ± 0.36 -7.11 ± 0.35 .000

1) Exact significance is displayed for this test.
Group 1; 2 mm healing abutment, Group 2; 3 mm healing abutment, Group 3; 4 mm healing abutment, Group 4; 5 mm healing abutment.

Fig. 4. Results of Mann-Whitney U test of implant stability test (IST) of each 
group measured at the angle of 0° and 30°. Height of healing abutments (HA) 
were 2 mm, 3 mm, 4 mm and 5 mm in group 1, 2, 3 and 4, respectively. IST 
measured at the angle of 30° was greater than IST measured at the angle of 0°. 
As the height of HA increased, difference between IST measured at the angle 
of 0° and 30° increased.
Group 1; 2 mm healing abutment, Group 2; 3 mm healing abutment, Group 3; 
4 mm healing abutment, Group 4; 5 mm healing abutment.

Fig. 5. (A) Results of Kruskal-Wallis test of Periotest value (PTV) measured 
at the angle of 0° (n = 15). (B) Results of Kruskal-Wallis test of Periotest 
value (PTV) measured at the angle of 30° (n = 15). Height of healing abut-
ments (HA) were 2, 3, 4 and 5 mm in group 1, 2, 3 and 4, respectively. 
*Different letters (a, b, c) indicate significant differences (P < .05).

A

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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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찰

AnyCheck과 Periotest M은 먼저 환자를 직립위로 앉도록 하
여 임플란트 장축이 지면과 수직이 되도록 하고, 임플란트 장축

에 수직이며 지면과 평행하도록 기기를 위치시켜 측정하는 것이 
기본 위치이다. 따라서 이번 연구에서는 지면과 평행한 각도를 
0°로 설정하였다. 악골 중 상악 구치부는 피질골이 얇고 해면골

의 골밀도가 낮아 임플란트 실패율이 가장 높은 부위이다.23-25 임
플란트의 안정성은 골밀도가 낮은 상악골에서 특히 중요시된다. 
따라서 이번 연구에서는 상악 구치부를 재현하여 밀도가 0.32 g/
cm3인 인조골 블록을 주문 제작하여 사용하였다.19

ITV는 임플란트의 초기 안정성 평가에 중요한 요인 중 하나

이며, 즉시부하와 초기기능력을 부여하기 위해서도 매우 중요하

다.26,27 따라서 각 그룹 간 ITV가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
다면, 이에 따른 안정성 측정값의 차이 또한 통계적 분석에 포함

Table 4. Guideline for evaluation of implant stability test (IST) according to 
healing abutment height
Standard + 3 mm 7 mm Healing abutment IST +6
Standard + 2 mm 6 mm Healing abutment IST +4
Standard + 1 mm 5 mm Healing abutment IST +2
Standard 4 mm Healing abutment IST
Standard – 1 mm 3 mm Healing abutment IST -2
Standard – 2 mm 2 mm Healing abutment IST -4
Standard – 3 mm 1 mm Healing abutment IST -6

Fig. 6. Results of Mann-Whitney U test of Periotest value (PTV) of each 
group measured at the angle of 0˚ and 30°. Height of healing abutments (HA) 
were 2, 3, 4 and 5 mm in group 1, 2, 3 and 4, respectively. PTV measured 
at the angle of 30° was greater than PTV measured at the angle of 0˚. As the 
height of HA increased, difference between PTV measured at the angle of 0° 
and 30° increased.
Group 1; 2 mm healing abutment, Group 2; 3 mm healing abutment, Group 3; 
4 mm healing abutment, Group 4; 5 mm healing abutment.

시켜야 할 것이다. 그러나 이번 연구에서 ITV는 각 그룹 간 통계

적 유의차가 없었다. 이는 임플란트 식립 시 그룹 간 유의차가 없
도록 45 - 55 Ncm으로 통제했기 때문이며, 이번 연구의 통계 분
석 시 ITV 변수를 제외하기 위한 것이었다. 그러나 그룹 내부의 
수치간 편차가 존재하며, ITV를 45 - 55 Ncm으로 통제했음에도 
데이터는 정규분포를 따르지 않았다.

IST는 HA의 높이가 높아질수록 더 낮은 IST를 나타냈다. 또
한 0°보다 30°로 측정했을 때 더 높은 IST를 보였다. IST는 값
이 높아질수록 더 높은 안정성을 의미하기 때문에 AnyCheck은 
HA의 높이가 낮을수록, 지면을 기준으로 측정 기울기가 커질수

록 더 높은 안정성 수치를 나타낸다고 할 수 있다. 측정각도 0°
와 30°에서 그룹 1과 2, 그룹 2와 3, 그룹 3과 4를 비교 시 통계적

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었으나 그룹 1과 3, 그룹 1과 4, 그룹 2와 
4를 비교 시 통계적 유의차가 있었다. 이는 HA 높이 1mm 차이

는 IST에서 유의차가 없으나, 2 mm 이상 차이가 나는 경우 IST
에서 유의차가 존재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제조사에서 제공하는 
AnyCheck 설명서에 따르면, HA의 높이가 1 mm 높아지면 IST
가 2만큼 낮아진다고 하였다 (Table 4). 이번 연구에서, 30°로 측
정 시 HA가 1 mm 높아지면 IST 1.4 - 1.8의 차이가 있었으며 이
는 설명서와 유사한 결과였다. 그러나 0°로 측정 시 HA의 높이

가 1 mm씩 높아질수록 IST 차이도 1.9 - 4로 더 커지는 것을 확
인할 수 있었다. 즉, 0°로 측정한 경우가 30°로 측정했을 때보다 
HA 높이에 따른 타진 시 동요도의 차이가 더 크다는 것을 확인

할 수 있다. 측정각도에 따른 차이는 IST 1.1 - 4.6의 차이가 났
으며 HA의 높이가 높아질수록 더 커졌고, 모든 그룹에서 통계적 
유의차가 있었다 (Table 3, Fig. 4). 

PTV는 동일한 임플란트에서도 다양한 요인에 의해 측정값이 
달라질 수 있다. Gomez-Roman과 Lukas28의 연구에 따르면 HA
를 체결했을 때와 지대주를 체결했을 때의 측정값은 PTV 3.5의 
차이가 발생하며, 지대주만 체결했을 때와 크라운까지 장착했을 
때의 측정값은 PTV 1.7의 차이가 있다고 하였다. 그러나 HA, 지
대주, 크라운의 구체적인 높이에 대한 측정이 이루어지지 않아

서 측정 대상의 높이에 따른 차이가 분석되지 않은 한계점이 있
었다. Faulkner 등14은 Periotest가 충격을 가하는 위치에 따라서 
PTV 차이가 있으며, 1 mm의 위치 차이에서 PTV가 1 - 2 정도 
변할 수 있다고 보고하였다. 또한 같은 위치에서 측정했을 때 측
정각도에 따라서 PTV 2.5 - 4.0의 차이가 발생할 수 있다고 보고

하였다. 이번 연구에서 PTV의 경우 HA의 높이가 높아질수록 더 
높은 PTV를 보였으며 0°보다 30°로 측정했을 때 더 낮은 PTV
를 나타냈다. 이는 AnyCheck과 마찬가지로 HA의 높이가 낮을

수록, 지면을 기준으로 측정 기울기가 커질수록 더 안정성이 높
은 PTV를 나타낸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0°로 측정 시 그룹 1과 
2, 그룹 2와 3을 비교했을 때는 통계적 유의차가 없었으며 그 외
의 비교에서는 유의차가 있었다. 이는 HA 높이가 3 mm보다 높
거나, 높이 차이가 2 mm 이상일 경우에만 PTV 차이가 있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30° 측정 시 그룹 1과 2의 비교에서는 통계적 유
의차가 없었고 그 외의 비교에서는 유의차가 있었는데, 이는 H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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높이 2 mm와 3 mm 사이에만 PTV 차이가 없으며 그 외의 HA 
높이 차이에서는 PTV 차이가 있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번 연
구에서 각 그룹의 PTV 차이를 계산한 결과, 1 mm의 높이 차이

에서 PTV가 0.21 - 1.16의 변화를 나타냈다. 같은 위치에서 측정

한 경우 측정각도에 따라서 PTV 0 - 1.41의 차이가 발생하였으

며 HA 높이가 높아질수록 PTV 차이가 커졌다 (Table 3, Fig. 6). 
기존 연구결과와 비교하였을 때 HA 높이와 측정각도 변화에 따
른 PTV의 차이가 더 작은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위와 같은 결과를 통해, 타진 방식의 임플란트 안정성 측정기

기는 HA의 높이가 낮아질수록, 측정각도가 커질수록 더 안정성

이 높은 측정값을 나타낸다고 예측할 수 있다. HA의 높이가 높
아지는 경우, 안정성의 근원이 되는 임플란트와의 거리가 멀어지

기 때문에 동요도가 미세하게 증가하여 PTV와 IST의 차이가 나
타나는 것으로 생각된다. 임플란트를 식립하는 실제 환자의 무
치악부위 상태에 따라서, 다양한 높이의 HA를 체결할 수 있다. 
이 때 타진 방식으로 측정할 경우 안정성 측정값이 HA 높이에 
따라 다르게 나타나므로, 이를 고려하여 판단해야 할 것이다.

안정성 측정각도가 커지는 경우, 임플란트 장축에 대해 수직

으로 측정했을 때와 다르게 타진 시의 힘의 벡터가 임플란트 장
축과 평행한 방향과, 장축에 대해 수직인 방향으로 나뉘게 된다. 
동요도는 임플란트 장축에 수직인 방향으로 발생하는 움직임이

기 때문에, 타진각도가 달라지면 동요도가 달라지게 되어 PTV
와 IST의 차이가 나타나는 것으로 생각할 수 있다. 측정기기의 
각도에 따른 PTV와 IST의 변화는 임상에서 중요하다. 임상에서 
환자의 자세 또는 연조직 등의 제한으로 측정기기를 임플란트 
장축에 수직으로 위치시키지 못 할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 측정

각도가 커짐으로써 더 높은 안정성 수치가 나올 경우 단순히 실
제 임플란트의 안정성이 높다고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측정 조
건에 따른 수치의 변화를 고려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결론

이번 연구의 결과를 통해, 아래와 같은 결론을 내릴 수 있다.
타진방식 임플란트 안정성 측정기기인 AnyCheck과 Periotest 

M은 임플란트를 동일한 토크로 식립했을 때,
1.  Healing abutment의 높이가 증가할수록 안정성 수치가 낮

게 측정되었다.
2.  임플란트 장축에 대해 수직이며 지면에 대해 평행한 각도인 

0°로 측정한 경우가 지면에 대해 30°로 측정했을 때보다 안
정성 수치가 더 낮게 측정되었다.

3.  따라서 임플란트의 안정성을 타진방식으로 측정할 때, 
healing abutment 높이와 타진각도의 변화에 따른 차이를 
고려하여 측정해야 표준화된 평가를 할 수 있으며, 이에 대
한 더욱 세밀한 사용법을 인지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되었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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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RIGINAL ARTICLE

임플란트 healing abutment 높이와 타진각도에 따른 

타진방식 임플란트 안정성 측정기기의 수치 차이

박양훈1 � 이성복1* � 이석원1 � 백장현2 � 이정열3

1강동경희대학교 치과병원 생체재료 보철과, 2경희대학교 치과대학 치과보철학교실, 3고려대학교 구로병원 임상치의학 연구소

목적: 인조골에 동일한 조건으로 식립한 임플란트에 대하여 타진방식의 임플란트 안정성 측정기기인 Periotest와 AnyCheck을 사용하여 안정성 수치

를 측정함에 있어서, healing abutment의 높이와 타진각도의 변화에 따른 각 측정기기의 안정성 수치 차이를 조사하는 것이다. 
재료 및 방법: 총 60개의 임플란트를 주문제작한 인조골 블록에 식립하고 2, 3, 4, 5 mm 높이의 healing abutment를 각각 15개씩 네 그룹으로 나누어 
체결하였으며, 각각 식립 토크, implant stability test, Periotest value를 측정했다. 임플란트 식립 시 45 - 55 Ncm의 토크를 유지하였다. 임플란트 장축

에 수직인 지면을 기준으로, implant stability test는 AnyCheck을 사용하여 0°, 30°의 기울기로 측정했으며 Periotest value는 Periotest M을 사용하여 0°, 
30°의 기울기로 측정하였다. 측정값은 통계적으로 비교 분석하였다. 
결과: 식립 토크는 그룹 간 통계적 유의차가 없었다. AnyCheck과 Periotest M으로 측정했을 때, healing abutment의 높이가 증가할수록 안정성 수치가 
낮게 측정되었다. 또한 AnyCheck과 Periotest M을 0°와 30° 기울기로 측정 시 0°로 측정한 그룹에서 안정성 수치가 더 낮게 측정되었다. 
결론: 임플란트의 안정성 수치를 타진방식으로 측정할 때에는 healing abutment 높이와 타진각도의 변화에 따른 차이를 고려하여 측정해야 표준화된 
평가를 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더욱 세밀한 사용법을 인지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되었다. (대한치과보철학회지 2018;56:278-86)

주요단어: 임플란트 안정성; AnyCheck; Periotest; Implant stability test; Periotest value; 식립 토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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