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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요약

임프란트 임프란트 임프란트 임프란트 식립 식립 식립 식립 후 후 후 후 존재하는 존재하는 존재하는 존재하는 골 골 골 골 결손부의 결손부의 결손부의 결손부의 깊이가 깊이가 깊이가 깊이가 임프란트 임프란트 임프란트 임프란트 주위 주위 주위 주위 골골골골

형성에 형성에 형성에 형성에 미치는 미치는 미치는 미치는 영향영향영향영향

 발치 후 즉시 임프란트 식립 시 임프란트와 주위 골 사이에 형성된 골 결손부의 

폭과 깊이에 따라 골 형성 양상이 다양하게 나타난다. 본 실험에서는 깊이에 따른 

골 형성 양상을 관찰하기 위하여, 발치 후 2개월의 치유과정을 가진 성견 4마리

에 실험용으로 제작된 직경 3.3mm, 길이 10.0mm의 임프란트 23개를 보편적인 

임프란트 시술시 이용하는 식립법에 의해 임프란트와 골사이에 어떤 결손 부위 

없이 식립한 군을 대조군(Control) 으로 하고, 정상적인 골 삭제 후 특수 제작한 

직경 6.3mm drill 로 상부 2.5mm 부위만 더 삭제 하여 임프란트 식립 후 임프

란트 주위로 폭 1.5mm 깊이 2.5mm 의 결손 부위가 형성된 군을 실험 1군

(Test1), 상부 5mm 를 더 삭제하여 식립 후 폭 1.5mm 깊이 5.0mm 의 결손 

부위가 형성된 군을 실험 2군으로(Test2) 하여 임프란트를 식립 하였다. 식립 후 

임프란트 안정성 측정 장비(Osstell™))를 이용하여 각각의 임프란트의 안정도를

(ISQ) 측정하고 결손부에 골이식재나 차단막 없이 판막을 재위치 시키고 8주와 

12주에 각각 희생시켜 임프란트 안정도 측정과 골-임프란트 접촉율 및 결손부 

치유 깊이를 측정하였다. 조직학적 검사 결과 8주 후에는 실험1군과 실험2군에서 

결손부가 완전 치유되지 않은 양상을 보였으나, 12주 치유기간 후에는 실험2군의 

결손부만 완전 치유되지 않았고 실험1군의 결손부에서는 완전치유 된 골 형성 양

상을 보여 주었다. 골-임프란트 접촉율도 12주 후에는 실험2군에서 35.1% 의 

접촉율을 보였으나, 대조군과(56.7%) 실험1군(58.8%) 에서는 높은 골-임프란트 

접촉율을 보였다. 임프란트 안정도 조사에서는 식립 시 결손부의 깊이가 깊을수록 

ISQ 지수는 낮았지만 8주 치유기간 후 대조군과 실험 1,2군 사이에 차이가 없었

다. 결론적으로 임프란트 주위 결손부의 깊이가 깊을수록 결손부의 골-임프란트 

접촉율및 골 형성이 미흡함을 보여 주었다.

핵심 되는 말: 골 결손부의 깊이, 골-임프란트 접촉율, 결손부, 골 형성, vertical 

depth, bone defect, gap, bone-implant cont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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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ⅠⅠⅠ. . . . 서론서론서론서론

 임프란트 술식의 성공여부는 얼마나 단단하게 임프란트가 골과 결합 되어질 수 

있고 또한 얼마나 오래 기능성 교합력을 견디어 줄 수 있는지에 따라 좌우된다. 

Brånemark 등은 광학현미경상에서 임플란트의 표면과 살아있는 골의 직접적인 

접촉을 골유착이라 (Osseointegration) 정의하였고 (Brånemark 1985), 임상적 

관점에서는 임프란트의 견고한 고정과 함께 구강내 기능교합 하에서 골이 유지되

는 것을 골유착이라 정의하였다(Albrektsson et al.1994).  이런 골유착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은 임프란트 표면과 주위 골 사이의 골 재생및 골 형성 과정

이다. 1980년 Osborn 과 Newesley 는 임프란트 주위 골 형성 기전으로 

"Distance osteogenesis" 와 "Contact osteogenesis" 를 제안 하였다. Distance 

osteogenesis 는 임프란트 주위의 기존 골에서 부터 "Appositional bone 

growth" 에 의해 임프란트 쪽으로 골이 형성 되는 현상을 의미하고, contact 

osteogenesis 는 임프란트 표면에 직접 새로운 골이 형성 되는 과정을 의미한다.  

이런 contact osteogenesis 기전은 differentiating osteogenetic cell 들이 

"Osteoconduction" 에 의해 임프란트 표면에 위치하여 새로운 골을 형성함으로써 

임프란트 표면에 직접적인 골 형성이 일어나게 되고 그 과정을 "De Novo bone 

formation” 이라 하였다(Davies 1998년). 

 De Novo bone formation 은 임프란트의 표면 특성에 따라 골 형성이 달라 질 

수 있는데 임프란트 표면이 화학적으로 활성을 가진 표면 일 때는 (chemically 

active surface) 골조직의 collagen fiber 와 임프란트 표면이 화학적 결합으로 

단단히 고정 되어 골과 표면이 결합하게 된다. 이것을 "Bone-bonding”이라고 

하고, 이런 특성에 따라 임프란트 표면을 "Bone-bonding" 과 "Nonbonding" 표

면으로 분류하기도 한다(Hench and Wilson. 1984년). 이런 이유로 임프란트 표

면은 골과의 결합을 쉽게 얻기 위한 디자인으로 급속히 변화하여 최근에는 다양

한 표면 처리 기술이 선보이고 있고(Albrektsson et al. 2004년, Buser et al. 



- 2 -

2004년), 이런 표면을 가진 임프란트 들이 기존 활택 표면 임프란트 보다 골과 

임프란트 결합율을 높여 임프란트 술식이 높은 성공률을 보이는데 큰 역할을 담

당하고 있다(Abrahamsson et al. 2004년, Martinez et al. 2001, O’sullivan 

et al. 2004).

 위와 같은 표면 처리 기술의 발달로 임프란트와 골 사이의 결합이 잘 되고 우수

해지면서  치유 기간이 상대적으로 길고 치유 기간 동안의 골 흡수로 인하여 식

립시 불충분한 골의 상태를 초래 할 수 있는 기존 술식의 단점을 극복하기 위해 

발치 후 즉시 임프란트 식립술이 제안 되었다(Anneroth et al.1985, Lazzara et 

al. 1989). 이런 발치 후 즉시 임프란트 식립술은 전체 시간을 절약 할 수 있고 

주위의 연조직을 보존 할 수 있으며 발치와를 식립 기준점으로 잡을 수 있는 등

의 장점으로 많이 시행하게 되고 있다. 이미 많은 저자들이 발치 후 즉시 임프란

트 식립술의 임상적 성공에 대해 보고하고 있다(Schwartz-Arad and Chaushu 

1997, Mayfield 1999). 그런데 발치 후 즉시 임프란트 식립 시 발치와 크기와 

임프란트 직경 차이에 의해 임프란트 식립 후 골 결손부가 형성되는 경우가 있다. 

이런 경우 결손부위의 골 재생은 정상적으로 치유된 부위에 임프란트를 식립한 

경우와 상이할 수 있다. 이런 결손부가 존재하는 경우의 골 재생에 대한 보고 중 

일부 실험에서는(Calsson et al. 1988, Caudill and Meffert 1991, Akimoto 

1999) 골 형성이 저조 했지만 기존 실험과는 달리 표면 처리된 임프란트를 이용

한 경우는( SLA surface, ITI)  골이식재나 차단막 없이도 1-1.25mm의 결손 

부위가 성공적으로 치유 되는 것을 보고 하였다(Botticelli et al. 2003). 또한 

Botticelli 는 결손부 측면으로 부터는“Bone apposition”에 의해 골 재생이 일

어나고 결손부 하방으로 부터는  임프란트 표면에 형성된 “Dense, 

nonmineralized ‘implant attached’ soft tissue “ 가 mineralize 되면서 결

손부의  골 형성이 완성된다고 보고 하였다. 이런 결손부에서의 골 재생 기전은  

결손부위가 없는 기존 방식의 수술법(Late implant placement)과는 양상이 다를 

수 있다. 틈새가 없는 경우는 임프란트 표면에서 일어나는 contact osteogenesis 

가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나 틈새가 큰 상황에서는 distance osteogenesis 와 

contact osteogenesis 가 서로 영향을 미치게 되는데 그 양상과 순서에 따라 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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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 부위의 치유 형태는 크게 달라 질 수 있고, 이런 경우 임프란트 디자인과 수술

시 처치 방식도 큰 영향을 받을 수 있다. 

 본 실험에서는 임프란트 주위로 1.5mm 의 폭과 각각 2.5mm ,와 5mm 깊이의 

결손부가 인위적으로 형성 되도록 하여 임프란트 식립 후 일정한 폭을 가진 골 

결손부에서 골 결손부의 깊이가 골 형성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 지를 관찰하였다. 

   

 ⅡⅡⅡⅡ. . . . 연구대상 연구대상 연구대상 연구대상 및 및 및 및 방법방법방법방법

1. 1. 1. 1. 연구대상연구대상연구대상연구대상

가. 연구재료

 실험용으로 제작된 직경 3.3mm, 길이 10.0mm의 임프란트 ( 오스템사 - RBM 

표면처리) 24개 사용하였다. 

Fig.1. Schematic drawing of implant fixture 

나. 실험동물 

 영구치가 완전히 붕출되어 있고 치주조직은 건강하며, 30Kg 내외의 체중을 가

진 성견 4마리를 이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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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2. 2. 2. 연구방법연구방법연구방법연구방법

        가. 발치 

 2개월 간의 적응 기간을 거친 성견을 Ketamine 10mg /kg 을 정맥주사하여 

Initiation 한 후 Propofol 6mg/kg 을 다시 정맥주사하여 전신 마취 시키고, 2% 

Lidocaine HCl(1: 80,000 epinephrine 포함)로 하악 양측 소구치 부위의 협점

막에 침윤마취 시행후 하악 제1,2,3,4 소구치를 발치하였다. 이때 Intubation은 

8.0 size endotracheal tubing을 사용하였다. 

  

     나. 실험군 설정 

 보편적인 임프란트 시술시 이용하는 식립법에 의해 임프란트와 골사이에 어떤 

결손 부위없이 식립한 군을 대조군(Control) 으로 하고, 정상적인 골삭제 후 특수 

제작한 직경 6.3mm drill 로 (그림 2) 상부 2.5mm 부위만 더 삭제 하여 임프란

트 식립 후 임프란트 주위로 폭 1.5mm 깊이 2.5mm 의 결손 부위가 형성된 군

을 실험 1군(Test1), 상부 5mm 를 더 삭제하여 식립 후 폭 1.5mm 깊이 

5.0mm 의 결손 부위가 형성된 군을 실험 2군으로(Test2) 하였다(그림 3). 각각

의 군들은 희생시기에 따라 8주 희생군과 12주 희생군으로 나뉘게 되며 결국 8

주 희생군에는 대조군과 실험1군, 실험2군에 4개씩이 임프란트를 식립하고, 12주 

희생군에도 8주 희생군과 동일하게 각각 4개씩이 임프란트를 식립하여 총 24개

의 임프란트를 성견에 식립하였다. 식립 위치는 무치악부위의 근심과 원심에 각 

군의 임프란트가 골고루 배치되도록 순서를 달리하여 식립하였다. 



- 5 -

Fig.2 Photograph of 6.3mm drill used to prepare the defects of the test 

groups

Fig.3 Schematic drawing of one Control and two Test groups

다. 실험군 결손부위 형성 및 임프란트 식립

 발치 2개월후 실험동물에 ketamine 10mg /kg 을 정맥주사하여 initiation 한 

후 propofol 6mg/kg 을 다시 정맥주사하여 전신 마취 시키고, 수술중에는  8.0 

size endotracheal tubing을 이용하여 2.0% enflurane과 3.0 L/min 산소를 흡

입시켰다. 0.2% lidocaine HCl(1: 80,000 epinephrine 포함)으로 국소마취 시행

하여 좌 우측 견치 원심부에서 제 1대구치 근심부 까지 치조정 절개를 시행한 후 

치은 박리술을 시행하고, 통상의 임프란트 식립 방법을 이용하여 무치악 부위의 

가장 앞쪽에 위치하도록 양측에 대조군을 식립 하였다. 그 뒤 쪽 으로 대조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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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손부를 형성한 후 임프란트를 식립 하였다(그림 4). 식립 후 임프란트 안정성 

측정장비 (Resonance frequency analyzer. Osstell™))를 이용하여 각각의 임프

란트의 안정성를(ISQ) 측정하였다(마. 임프란트 안정성 측정에서 부연 설명). 그 

후 결손부에 골이식재나 차단막 없이 판막을 재위치 시켰고,  완전한 일차 피개가 

되도록 interrupted suture 와 vertical mattress suture 를 이용해 봉합 하였다. 

수술 후 종창과 감염방지를 위하여 1일 500mg의 ampicillinⓇ을 일주일간 정맥

주사를 시행하였고 매일 클로르헥시딘 용액으로 2주일간 구강세척을 시행하였다. 

조직의 손상을 방지하기 위하여 2주일간 유동식을 투여하고 발사를 시행한 후에

는 일반적인 사료를 공급하였다. 

 Fig.4 Clinical photograph of Control and Test groups 

라. 실험동물 희생 및 표본제작 

 임프란트 식립 후 치유기간별 결과를 알아보기 위하여 8주 후에 두마리의 성견

을 ketamine 150mg /kg 을 정맥주사 하여 희생시키고, 나머지 두마리는 12주 

후에 희생하였다. 실험동물을 희생시킨 후 각 임프란트의 안정성을 ISQ 측정장비

를 이용하여 측정한 후 주위골을 포함한 임프란트를 적출하여, 포르말린에 고정시

켰다. 적출한 조직을 70% ~100% alcohol에서 6시간 탈수 시킨 후 technovit 

7200 VLC 과  100% alcohol 비율이 1 : 3 인 용액에 2일간 vaccum하에 

shake 하고 alcohol 농도를 계속 내리면서 5일간 과정을 반복한 후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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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chnovit 7200VLC 용액으로 moulding 한 후 EXAKT machine(MG-4200)으

로 포매(embedding)하였다. 포매된 block을 trimming 한 후 slide를 제외한 시

편 조직의 두께가  약 70㎛㎛㎛㎛    이하가 되도록 grinding하여 시편을 만들었으며 

H-E staining (hematoxylin and eosin)후 광학현미경으로  관찰하였다.

마. 임프란트 안정성 측정 

 Resonance frequency analyzer인 Osstell™을 사용하였다. 대조군 과 실험군 

임프란트 식립 후 임프란트 시스템과 직경에 맞는 transducer를 10N 정도의 힘

으로  고정한 후. Osstell™을 작동 시켜서 ISQ를 측정하고 컴퓨터에 각 임프란트

별 ISQ를 전송 후 저장하였다(Meredith 1994,1996,1997). 희생 후 에도 같은 

방법으로 임프란트 안정성을 측정 기록 하였다. (그림 5)

  

Fig.5 Clinical photograph of ISQ measurement after sacrifice

바. 측정 및 관찰

 광학 현미경 이용하여 골 결손부위의 신생골 형성 양상 및 임프란트 주위의 치

유양상을 관찰하고, 임프란트 상부 5mm 주위의 골-임프란트 접촉율과 결손부내

에서 가장 위쪽에 존재하는 골-임프란트 접촉점까지의 길이를 측정하여 골 형성 

정도와 결손부의 변화를 측정하였다. 측정은 광학현미경상에서 디지탈 카메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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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촬영 후 JPG file로 변환하여 Adobe photoshop 7.0 (Adobe 사) 에서  

Image Pro-plus program 을 이용하여 측정하였다. 

1. 골-임프란트 접촉율 측정 : 임프란트 상부 5mm 표면에 결합되어 있는 골의 

양을 측정하여 접촉율을 계산한다 (Bone-Implant Contact in Coronal 5mm of 

Fixture) (그림 6).

                    

Fig.6 Schematic drawing of the area to measure the Bone-Implant 

contact in coronal 5 mm 

2. 최상부 골-임프란트 접촉점 측정 : 임프란트 상부경계 부터 결손부내의 가장 

윗쪽의 골-임프란트 결합부위까지의 거리를 측정한다 (Distance between the 

implant margin and the most coronal level of contact between bone and 

Implant) (그림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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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7 Schematic drawing of the method to measure the Distance from the 

implant margin to the most coronal level of contact between bone and 

Implant

ⅢⅢⅢⅢ. . . . 연구결과연구결과연구결과연구결과

1. 1. 1. 1. 임상적 임상적 임상적 임상적 관찰관찰관찰관찰

 임프란트 식립시 한마리의 성견의 골질이 불량하여 8주 희생 대조군에서 임프란

트 하나를 식립하지 못하였다. 희생시 8주 희생 대조군중 2개의 임프란트 cover 

screw 가 노출 되었지만 임프란트 전체의 염증 소견은 없었다. 또한 8주 희생 실

험 1군에서도 1개의 임프란트의 cover screw가 노출되었지만 마찬가지로 

fixture 전체의 염증 소견은 없었다. 실험군들의 결손부도 치유기간과 결손부 깊

이에 상관없이 probing 이 안될 정도로 결손부위가 치유 되었다 (그림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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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8 Clinical photograph taken at sacrifice

 

2. 2. 2. 2. 임프란트 임프란트 임프란트 임프란트 안정성 안정성 안정성 안정성 측정 측정 측정 측정 (ISQ (ISQ (ISQ (ISQ 측정측정측정측정))))

 임프란트 안정성을 나타내는 ISQ 지수 평가에서는 8주 희생 실험1군중 1개의 

임프란트가 cover screw 위로 골이 형성되어 측정을 못하였고 나머지 22개의 임

프란트에서 안정성을 측정하였다. 측정 결과 식립시에는  대조군(72.8)보다 실험 

1군(65.0) 과 실험 2군(55.3)으로 갈수록 안정성이 저하되어 결손부가 깊을수록 

임프란트 안정성이 저하되는 결과를 보였지만, 8주와 12주 치유기간을 거친 후에

는 모든 실험군에서 대조군과 비슷한 안정성을 나타내었다 (표 1, 그림 9).

Table 1. Results of Implant stability quotient (ISQ) 

Average (ISQ) and standard deviations (SD) are shown

( N=4, specially N=3 in control group sacrificed at 8 weeks)

 Control Test 1 (2.5mm) Test 2 (5.0mm)

 Insertion 72.8(5.2) 65.0(9.2) 55.3(9.0)

 8 weeks 79.7(9.2) 79.3(2.5) 78.1(9.6)

12 weeks 74.8(9.0) 78.0(6.3) 72.0(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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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9 Graph illustrating results of ISQ

3. 3. 3. 3. 조직학적 조직학적 조직학적 조직학적 관찰 관찰 관찰 관찰 및 및 및 및 측정  측정  측정  측정  

가. 조직학적 관찰

 8주와 12주의 치유기간을 거친 대조군에서는 약간의 변연골 손실을 제외하고는 

전반적으로 최상방 thread 까지 골 형성이 되어있었다. 반면 8주 희생 실험 1군

에서는 상부 2-3개의 thread 주위로 불완전한 치유양상을 보여 주었고, 실험 2

군에서도 상부 4-5개의 thread 주위에 아직도 완전히 치유되지 않은 양상을 나

타냈다(그림 10). 12주  희생 군에서는 대조군과 실험 1군 대부분의 시편에서 최

상방 thread 까지 완전한 치유양상을 보였으나 실험 2군에서는 상부 2-3개의 

thread 주위에 아직도 불완전한 치유양상을 보여 인위적으로 형성한 초기 결손부

의 크기보다는 줄었지만 "wedge" 형태의 결손부가 잔존함을 볼 수 있었다(그림 

11). 그러나 잔존 결손부에도 염증소견이나 상피조직이 임프란트 나사산 아래로 

자라 내려온 흔적은 발견할 수 없었고 collagen fiber가 골 기질들과 함께 분포 

되어 있는 "Dense connective tissue" 층이 잔존 결손부를 채우고 있었다 (그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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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Fig.10 Micrograph showing longitudinal section of Control and Test  

groups after 8 weeks of healing : a-Control, b-Test 1, c-Test 2 (x10)

Fig.11 Micrograph showing longitudinal section of Control and Test  

groups after 12 weeks of healing : a-Control, b-Test 1, c-Test 2 (x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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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12 Micrograph showing longitudinal section of Test 2 Group after 12 

weeks of healing. Note the border between epithelium and dense 

connective tissue (x50)

나. 골-임프란트 접촉율 측정

총 23개의 임프란트 중 8주 희생 실험2군 임프란트 1개가 하악 견치의 치근내로  

식립이 되어 골-임프란트 접촉율 측정에서 제외시켰다. 실험 1군에서는 8주후 희

생군과 (43.6%) 12주 희생군(58.8%)에서 대조군 (8주후 47.7%, 12주후 

56.7%)과 유사한 골-임프란트 접촉율을 보였다. 그러나 실험 2군에서는 12주가 

지난 후에도 35.1%의 골-임프란트 접촉율을 보여 대조군(56.7%)과 실험1군에

(58.8%) 비해 저조한 결과를 나타냈다(표2, 그림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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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2. Bone-to-Implant contact percentage (BIC %) in the coronal 5 mm 

of the Implant.

 

        Average (%) and standard deviations (SD) are shown

( N=4, specially N=3 in control group and in test 2 group sacrificed at 

8 week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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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13 Graph illustrating results of BIC in coronal 5mm of implant

다. 최상부 골 형성 깊이 측정

 임프란트 margin에서 최상부 골 형성 부위 (the most coronal level of 

contact between bone and implant) 까지의 길이는 8주 희생 실험1군

(1.20mm) 과 실험 2군(1.98)에서 대조군(0.75mm)보다 큰 값을 나타내 아직 

결손부의 치유가 완전하지 않음을 보여주었다. 그러나 12주 희생 실험 1군에서는 

Control Test 1 (2.5mm) Test 2 (5.0mm) 

8 weeks 47.7(14.7) 43.6(19.0) 22.2(14.7)

12 weeksI 56.7(17.0) 58.8(12.0) 35.1 (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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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6mm의 깊이를 보여 대조군(0.59mm) 과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지만 실험 2

군에서는 2.52mm 의 길이를 보여 결손부 깊이가 깊을수록 골 형성이 늦어지는 

걸 볼 수 있었다(표3, 그림14). 

Table 3. Distance (mm) from the Implant margin to the most coronal level of 

contact between bone and  implant 

         Average (mm) and standard deviations (SD) are shown

( N=4, specially N=3 in control group and test 2 group sacrificed at 8 

weeks)

0 .7 5

1 .2 0

1 .9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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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tro l Test 1  (2 .5 mm) Test 2  (5 .0 mm)

D i s ta n c e ( mm)D i s ta n c e ( mm)D i s ta n c e ( mm)D i s ta n c e ( mm)
8 w e e ks

12 w e e ks

Fig.14 Graph illustrating results of Distance from the implant margin to 

the most coronal BIC level

Control Test 1 (2.5mm) Test 2 (5.0mm) 

8 weeks 0.75(0.26) 1.20(0.59) 1.98(1.45)

12 weeksI 0.59(0.36) 0.36(0.40) 2.52(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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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ⅣⅣⅣ. . . . 총괄 총괄 총괄 총괄 및 및 및 및 고찰고찰고찰고찰

 이번 실험은 발치 직후 임프란트 식립 시 임상에서 접하는 많은 상황 중에서 어

떤 경우는 골 이식재와 차단막이 필요하고 어떤 경우는 아무런 부가적인 처치 없

이도 치유 되는지에 대한 의문에서 시작 되었다. 그러기 위해서는 골 형성 과정에 

대한 이해가 필수적이고 이 중 distance osteogenesis 와 contact osteogenesis 

의 각각의 역할과 서로의 관계 등이 골 형성 과정에 중요한 역할을 담당한다고 

생각되었다.

 이미 임프란트 시술시 발생하는 모든 결손부는 차단막과 골이식재를 이용한 골

유도 재생술(Guided Bone Regeneration)에 의해 치유되고 있고 높은 성공률을 

보이고 있다(Simion et al. 1996 년, Nociti et al. 2000년, Ersanli et al. 2004

년,  Moses at al. 2005년). 그 중 발치 후 즉시 임프란트 시에는 주로 결손부의 

협측이 파괴된 dehiscence 형태의 결손 보다는 self-retained 형태의 결손이 발

생하게 된다. self–retained 형태의 결손부의 치유에 대한 보고 중  차단막을 이

용하지 않은 초창기 실험결과들은 12주의 치유기간을 거친 가토 (rabbit) 를 이

용한 실험이나(Calsson et al. 1988)  9주의 치유기간을  거친 성견을 이용한 

결과에서도(Caudill and Meffert  1991) 결손부가 완전 치유 되지 않는 걸 보여 

주었다. 12주의 치유기간을 가진 1999년 Akimoto 의 성견을 이용한 실험에서도 

임상적으로는 폭 0.5mm ,1.0mm, 1.4mm 결손부에 모두 골이 찼지만 조직학적으

로는 결손부에서 임프란트와 골 사이의 간격이 커질수록 골 형성이 저조한 것을 

보고 하였다. 반면 2003년 Boitticelli 는  성견을 이용한 실험에서는 SLA 

surface 의 임프란트를 이용한 경우 4개월의 healing 기간을 거친 뒤에는 

1.25mm 의 간극이 골이식재나 차단막등 특수한 처리 없이 치유 되는 것을 보고 

하였다(Botticelli et al. 2003). 이들 실험 간의 차이는 크게 두가지로 볼 수 있

다. 첫째는 임프란트 표면 처리 방식이다. Botticelli 실험의 임프란트는 S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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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rface 이고 나머지 실험에 이용된 임프란트 표면은 활택 표면(machined 

surface)이다. 즉 골과의 결합이 유리한 표면을 가진 임프란트를 이용한 경우는 

완전 치유된 골 형성 결과를 얻었고 활택 표면인 경우는 그보다는 결과가 저조했

던 것으로 해석 할 수 있다. 또 다른 차이점은 치유기간이다. Botticelli는 1달이 

치유기간과 2달의 치유기간을 비교해보니  2달의 치유기간일 때 훨씬 골 형성이 

잘된 것을 보고 하였다(Botticelli et al. 2003). 즉 치유기간이 길수록 골 형성은 

많이 될 것이므로 총 4개월의 치유기간을 가진 Botticelli 실험에서는 결손부가 완

전 치유 되었지만 나머지 실험은 최장의 치유기간이 12주였기 때문에 완전 치유 

되지 않은 양상을 보여 주었다. 즉 치유기간과 임프란트 표면의 특성이 

self-retained 형태의 결손부의 자연 치유에 영향을 미치는 인자라 할 수 있겠다.  

본 실험에서는 RBM 표면 처리 임프란트를 이용하였고 12주의 치유 기간을 가졌

다. 실험결과 12주 희생 실험1군 (깊이 2.5mm 폭 1.5mm 결손부)(그림 11-b) 

은 12주 희생 대조군(그림 11-a)과 비슷할 정도로 골 형성이 된 걸 볼 수 있었

지만 12주 희생 실험 2군(그림 11-c) 에서는 결손부 깊이는 줄었지만 아직도 

“wedge" 형태의 결손부가 잔존함을 확인 할 수 있었다. 2002년 Piattelli 등도 

RBM 처리 임프란트가 활택 표면 임프란트보다 골 임프란트 접촉율이 높다는걸 

보고 하였다. 즉 표면적인 특징 때문에 골 형성이 잘 일어나고 있지만 치유기간이 

충분하지 못해서 12주 희생 실험 2군에서는 결손부가 잔존하는 양상을 보이는 것

으로 해석 된다. 오히려 부족한 치유기간으로 인해 치유 양상을 확인 할 수 있었

다. 8주 희생 실험군들의 조직학적 소견을 보면(그림 10) 실험1군과 (그림 

10-a) 실험2군 (그림 10-b)에서 골 형성이 완전히 일어나지 않았고 결손부의 

깊이 또한 실험1군이 1.2mm, 실험2군이 1.98mm 의 결손부가 남아 있었다. 그

러나 12주의 치유기간을 거친 후에는 실험1군에서는 완전히 결손부가 치유되었지

만, 실험2군에서는 깊이 2.58mm 의 wedge 결손부가 아직 남아 있었다(그림 

11-c, 표 3). 여기서 골 형성 기전의 중요한 의미를 발견 할 수 있었다. 만약 골 

형성의 주된 두 기전 들이 독립적으로 결손부의 내측벽에서부터 골 형성이 시작

되어 임프란트 표면쪽으로 골 형성이 되거나 (distance osteogenesis), 임프란트 

표면에서 형성되는 contact osteogenesis 도 독립적으로 수평적으로 골이 형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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된다면 결손부의 수평적 폭이 동일한 실험1군과 실험 2군에서 골 형성이 둘 다 

완성 되어야 한다(그림 15). 그러나 wedge 형태의 결손부가  잔존한다는 의미는 

수평적인 골 형성 기전에 의해서만 결손부 치유가 일어나는 것이 아니고 수평적

으로 형성되는 골이 wedge 형 결손부의 하방에서 임프란트 표면에 직접 형성되

는 수직적인 골 형성과 만나면서 치유 된다고 볼 수 있다(그림 16). 즉 distance 

osteogenesis 에 의한 골 형성 기전이 어느 정도는 결손부의 골을 측면에서 부터

재생 시키지만 임프란트 표면까지 직접적으로 골 형성을 시킬 수 없고 표면에서 

형성되는 골과의 결합으로 결손부 치유가 일어나는 걸 의미한다. 1998년 Davies 

는 distance osteogenesis 에서는 임프란트 표면 자체에 골 형성을 시킬수는 없

다고 하였다. 즉 osteogenic cell 들이 임프란트를 둘러 싸고 있는 결손부의 안쪽 

기존 골에 위치하게 되고 이 세포에서 골 형성을 위한 matrix 들이 분비되어  정

상적인 appositional bone growth 형태의 골 형성이 반복되면서 결국 임프란트 

표면과 닿게 되지만, 엄밀하게는 임프란트 주위를 감싸고 있는 것이지 임프란트 

표면 그 자체에 골이 형성 되는 것은 아니라고 보고 하였다. 임프란트 표면 자체

에서의 골 형성은 contact osteogenesis에 의한 De Novo bone formation 에 

의해 직접적으로 형성이 된다고 보고 하였다. 즉 contact osteogenesis 가 일어

나서 골 형성이 임프란트 표면에 일어난 이후에 측면에서 appositional bone 

growth 에 의해 형성되는 distance osteogenesis가 표면에 형성된 골과 연결이 

되면서 결손부의 골 형성이 완성될 수 있다는 걸 의미하게 된다. 그럼 wedge 형

태의 결손부가 남게 되는 이유는 무엇일까? 임프란트 표면에서 일어나는 contact 

osteogenesis 가 결손부의 하방쪽에서 더 빨리 mineralization 된다면 distance 

osteogenesis 에 의해 형성된 골과 아랫쪽부터 결합하게 되므로 wedge 형태의 

치유 양상을 보이게 된다(그림 16). 실제 12주 희생 실험 2군을 보면 잔존 결손

부의 아랫쪽이 wedge 형태를 가지게 되고 결손부의 아래는 많은 치유 양상을 보

이나 위쪽은 아직도 dense connective tissue 가 차 있는 결손부가 보인다. 

2003년 Botticelli 의 실험에서도 측면에서의 활발한 appositional bone growth 

형태가 관찰되었지만 결손부의 하방부터 골 형성이 마무리되는 이번 실험과 같은 

결과를 보여 주었다. 즉 임프란트와 주위골 사이의 결손부에서의  골 형성 기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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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측면에서의 appositional bone growth 에 의한 distance osteogenesis 가 골 

형성을 시킨다 하더라도 contact osteogenesis 에 의한 임프란트 표면의 골 형성

이 이루어진 뒤에야 두 기전에 의해 생성된 골이 융합되어 결손부가 치유되게 된

다는 결론 내릴 수 있다.

 한편 Osteogenetic cell 들은 새로운 혈관 형성과 밀접한 관련을 가지게 된다

(Schmid et al. 1997, Winet 1996년). 혈관 주위의 loose connective tissue에

서 osteoprogenitor cell 들이 생기게 되고 여기서 분화된 조골세포들이 골 형성 

작용을 시작하며 matrix 를 분비하게 된다. 또한 혈관 주위에는 산소분압이 높기 

때문에 생성된 matrix 들이 mineralization 되기도 쉽고 remodeling 도 쉽게 일

어난다. 12주 희생 실험2군의 고배율 사진을 보면 (그림 17, 그림 18) 결손부의 

아래쪽에 blood supply 를 의미하는 혈관이 결손부의 위쪽이나 임프란트 표면 부

위 보다 상대적으로 많이 분포되어 있는 것이 관찰 되었다. 이는 결손부의 하방이 

osteoblastic activity 가 높다는 걸 의미하는 것이고 이로 인해 wedge 형태의 

결손부 치유 양상이 나타나게 된다(그림 16). 이 부위에 blood supply 가 많은 

것은 bone marrow 쪽이고 혈관 공급을 하방과 측면에서 동시에 받을 수 있기 

때문이라 생각된다. 결손부의 상방은 측면으로만 혈관 공급을 받기 때문에 상대적

으로 하방보다 불리한 결과를 얻게 된다. 또한 임프란트 표면부위에도 혈관 분포

가 적어 표면 자체의 de Novo bone formation 이 저조하여 결국 하방과 측면에

서부터 치유가 되는 형태를 나타낸다고 생각된다.

 조직학적으로는 위의 결과들처럼 결손부가 깊을수록 아직도 골로 완성 되지 못

한 부분이 존재하지만 임상적으로는 탐침이 힘들 정도로 결손부가 치유되었고, 임

상적인 임프란트 안정성을 나타내는 ISQ 지수 측정에서도 식립 시는 결손부의 깊

이가 깊을수록 낮은 안정성을 나타냈지만 8주의 치유 기간 후에 이미 대조군과 

큰 차이가 없음을 보여주었다.  2002년 Balleri 등은 임상적으로 성공했다고 판단 

되는 1년 이상 기능 임프란트의 ISQ를 측정 한 결과 평균 69 정도의 ISQ값을 나

타낸다고 하였다. 본 실험에서는  8주후에 모든 군에서 평균 78 이상의 ISQ 값을 

나타냈고 12주 희생 군에서도 모든 군에서 평균 72이상의 ISQ 값을 나타내 임상

적인 치유 결과를 간접적으로 보여 주고 있다. 조직학적인 소견을 보면 결손부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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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이라고 할 수는 없지만 그렇다고 soft connective tissue 는 아닌 “ 

immature dense connective tissue” 가 존재하는데 (그림 12), Botticelli 

(2003) 는 이 조직이 향후 계속되는 골 형성 기전 속에서 차후 woven bone 으

로 변할 osteoid 로 보이는 조직이라 보고 하였다. 즉 시간이 지나면서 

mineralization 과정을 거치면서 골로 완성될 조직이 임프란트 표면에 분포되어 

있는 것이다. 또한 고배율 관찰시(그림 17) 측면과 임프란트 표면사이에 층이 형

성되어 있는데 이 부위는 dense connective tissue 의 mineralization의 차이에 

의한 층으로 추정 된다. 측면에서는 mineralization 이 임프란트 표면 보위보다 

상대적으로 빨리 일어나게 되는데 이것은 임프란트 표면에서 형성되는 contact 

osteogenesis가 blood supply 에서 distance osteogenesis 보다 불리하므로 형

성은 느리게 되나 최종적으로 표면의 골형성이 완성되어야 측면에서 형성된 골과 

융합되어 골 형성이 완성 되므로 결국 임프란트 표면에서 형성되는 contact 

osteogenesis가 골 재생을 완성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게 된다. 결국 임프란트 표

면 자체에 형성되는 contact osteogenesis 의  형성을 촉진 시킬 수 있는 방법이 

결손부 치유를 촉진 시키는 열쇠가 될 것이고 이 분야에 대한 체계적인 연구가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Fig.15 Schematic drawing of the healing mechanism 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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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16 Schematic drawing of the healing mechanism I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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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17 Micrograph showing longitudinal section of Test 2 Group after 12 

weeks of healing. Note blood vessel (red arrow) : Original magnification 

(x10) and Larger magnification (x50) : Ep

Fig.18 Micrograph showing longitudinal section of Test 2 Group after 12 

weeks of healing (Larger magnification, x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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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ⅤⅤⅤ. . . . 결론결론결론결론

 성견을 이용한 결손부 깊이에 따른 임프란트 식립 후 주위 결손부에서의 골 형

성양상을 관찰한 결과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을 수 있었다.

1. 임프란트 식립 후 존재하는 폭 1.5mm ,깊이 2.5mm 정도의 골 결손부는 12

주의 치유기간 후 골 이식재나 차단막 없이 골 재생이 최 상방 thread 까지 일어

난다.

2. 폭은 동일하나 깊이가 깊은 5.0mm 깊이의 결손부인 경우는 12주의 치유기간

에도 골 재생이 최 상방 thread 까지 완전히 일어나지 않았다.

3. 결손부에서의 치유양상은 하방과 하측방에서 부터 골 형성이 되는 "wedge" 

형태의 치유양상을 보였다. 

이상의 결과에서 발치 후 즉시 임프란트 식립시 발생하는 결손부의 깊이가 깊을

수록 충분한 치유기간이 필요하고, 보다 빠르고 효과적으로 골 재생이 일어나는  

술식과 효과적으로 골 형성이 일어나게 하는 임프란트 표면에 대한 연구가 필요

하리라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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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AbstractAbstractAbstract

Influences Influences Influences Influences of of of of the the the the vertical vertical vertical vertical depth depth depth depth of of of of bone bone bone bone defect defect defect defect on on on on the the the the healing healing healing healing 

of of of of Bone-Implant Bone-Implant Bone-Implant Bone-Implant interface interface interface interface in in in in dogsdogsdogsdogs

Department Department Department Department of of of of DentistryDentistryDentistryDentistry

The The The The Graduate Graduate Graduate Graduate School, School, School, School, Yonsei Yonsei Yonsei Yonsei UniversityUniversityUniversityUniversity

(Directed by Professor Young Ho Lee)

Objectives: 
 During immediate implantation a space between implant and bone is a 
common finding. This study was to investigate the bone growth pattern 
in a defective bone area with various depth.

Materials and Methods: 
 Four mongrel dogs have been used. Mandibular premolars were 
extracted and left to heal for two months. Test sites (T1, T2) and 
control (C) were prepared on both sides of the mandible. Using a step 
drill, bone defects with a width of 6.3 mm and a depth of 2.5mm for 
T1 and 5.0mm for T2 were prepared. In each site, implants 3.3mm in 
diameter and 10mm  in length were placed. They were all submerged. 
There were eight T1 and T2 test sites and 7 control sites. Four of each 
test sites and control were block-dissected after 8 weeks of healing and 
remainders at week 12 for ground sectioning and histological 
examination.

Results: 
 After 12 weeks into the healing period, only the T2 test sites were not 
fully filled with bone in the defective area.  The mean of Bone-Implant 
Contact (BIC) of the control at week 8 was 47.7%, 43.6% for T1, a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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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2% for T2. In week 12, the control BIC was 56.7% and the depth 
defect of 2.5mm had a higher BIC of 58.8%. However, in the 5mm 
defect area, the BIC was 35.1%.  

Conclusion:
 Within the limits of this study, it can be concluded that the bone 
healing between an implant and marginal bone was compromised at a 
greater defect in depth when the width of the bone defect was 1.5mm.
   
Key word : vertical depth, osteogenesis, distance osteogenesis, contact 
Osteogenesis, bone-impalnt contact, gap, defe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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