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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국국문문문 요요요약약약

교교교정정정용용용 미미미니니니 임임임플플플란란란트트트 식식식립립립 후후후 부부부하하하시시시기기기별별별 골골골 조조조직직직형형형태태태에에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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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micro-computedtomography(microCT)를 이용하여 임플란트 안정성을 평
가하기 위한 정량적인 골형태 분석이 가능하게 되었다.MicroCT는 조직의 손상
없이 간접적으로 임플란트 계면에 대한 3차원적인 정보를 얻을 수 있는 장점이
있다.이러한 분석방법은 교정용 미니 임플란트의 안정성 평가에 응용될 수 있으
며 미니 임플란트 주변골의 치유과정을 설명할 수 있게 되었다.
본 연구는 microCT를 이용하여 교정용 임플란트 주변조직의 3차원적 분석을 통
해 식립 후 교정력 부여시기에 따른 미니 임플란트 주변조직의 치유과정을 3주,6
주,12주에 걸쳐 조직시편과 비교 분석하고자 하였다.12개월된 12Kg의 웅성 성
견(BeagleDog)8마리를 대상으로 직경 1.8mm,길이 7mm의 self-drilling타입
의 교정용 미니 임플란트(ORLUS,OrtholutionCO.,Seoul,Korea)를 식립하였으
며 총 96개가 사용되었다.상하악에서 각각 식립 직후 교정력을 가하는 즉시 부하
군과 3주간의 치유기간 후에 교정력을 가하는 지연 부하군으로 나누고 미니 임플
란트 주변 골조직의 골 접촉률과 골 면적비율을 microCT와 조직 슬라이드에서
계측하여 다음과 같은 결과를 얻었다.

1.즉시 부하군과 지연 부하군 간의 조직시편 분석에서 골 접촉률은 상악에서 실
험군 간에 부하기간별 유의한 차이는 발견되지 않았다.하악에서는 지연 부하군
이 12주째에 즉시 부하군보다 유의하게 높았고,3차원 microCT 분석에서 동일
한 결과를 보였다.

2.조직시편 분석에서 골 면적비율은 상악에서 모두 6주째 감소하다가 12주째 다
시 증가하였으며 실험군 간에 유의한 차이는 발견되지 않았다.하악에서 골 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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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비율은 6주째 즉시 부하군이 높았으며,12주째에는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이
는 3차원 microCT에 대한 분석결과와 일치하였다.

3.MicroCT 분석을 통한 골 면적비율은 조직시편과 평균 2% 내외로 일치하였으
나,골 접촉률은 2-14% 정도의 차이를 보여주었다.

본 실험에서 교정용 미니 임플란트 식립 후 주변 골조직에 대한 microCT 분석
의 정확성을 조직시편 분석을 통해 검증하였다.상악에서 교정력 부하 12주에 즉
시 부하군과 지연 부하군 간에 골 접촉률과 골 면적비율에 유의한 차이가 없었지
만 하악에서는 골 접촉률에 유의한 차이가 관찰되었다.그러나 즉시 부하군에서도
높은 골 접촉률을 보였기 때문에 임상적인 안정성 대한 결과를 검증하기 위해 추
후 장기간의 유지기간과 제거 토오크와 동요도와 같은 부가적인 실험이 필요하다
고 본다.

핵심되는 말 :교정용 미니 임플란트,micro-computedtomography,골 접촉률,
골 면적비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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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도 :박박박 영영영 철철철 교수)
연세대학교 대학원 치의학과

임임임 중중중 기기기

ⅠⅠⅠ...서서서 론론론

교정치료 시 환자의 협조도 없이 적용할 수 있는 새로운 형태의 고정원으로 미
니 임플란트,미니 플레이트,온플란트가 개발되고 있다 (Kanomi,1997;Costa등,
1998;Wehrbein등,1999;Park등,2004).각각 시스템의 디자인 차이로 인하여
식립방법과 교정력 부하시기가 다르며,골조직의 생역학적인 치유기간이 다르므로
교정치료기간 동안 기계적,생물학적인 안정성을 보장할 수 있는 적용 프로토콜에
대한 개발 및 이해가 필요하다 (Wilmes등,2006).미니 임플란트를 응용한 교정
치료결과에 대한 예측도 향상과 적용 범위를 확대시키기 위해 임플란트 주변골에
대한 생물학적인 치유과정에 근거한 안정성 연구가 필요하다.
임플란트의 안정성은 임플란트-골 계면 주위 조직의 생물학적인 특성에 의해 결
정되며 주로 조직형태학적인 분석에 의해 평가된다.골의 조직형태학적인 계측을
통해 골 접촉률(boneimplantcontact)과 골 면적비율(bonevolume)을 분석할 수
있으며 골소주 두께(trabecularthickness),소주 분리도(trabecularseparation)를
포함한 골구조에 대한 정량적 분석이 가능하다 (Rebaudi등,2004;Romanos등,
2005).임플란트에 대한 골 조직형태학적인 분석은 전통적인 방식으로는 절단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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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편을 이용해야 하며 주로 2차원적인 분석을 통해 이루어져왔다 (Roberts,1988).
최근 micro-computedtomography(microCT)를 이용하여 임플란트 안정성을 평
가하기 위한 정량적인 골형태 분석이 이루어지고 있다 (Graichen등,1999;Park
등,2005;Stoppie등,2005).MicroCT는 많은 절편의 2차원적인 절단면에 대한 자
동적인 분석을 통해 3차원적인 분석이 가능하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이러한 분
석방법은 임플란트의 안정성 평가에 응용되었으며 3차원적인 분석을 통해 임플란
트 주변골의 치유과정에 대한 이해를 높여 주었다 (VanOossterwyck등,2000;
Kiba등,2003).
MicroCT의 정확도는 엑스 선 광원(x-ray source)의 조사방식(Bernhardt등,
2004)과 CCD (charge-coupleddevice)카메라의 해상도 그리고 이미지 재건 방식
과 촬영조건에 다양하게 영향을 받을 수 있으며 특히 임플란트와 같은 높은 에너
지 흡수율을 보이는 물체에 대해서는 매식체의 종류와 크기가 주변조직에 선상오
류(beam hardeningeffect)를 발생시킬 수 있으므로 조직시편과의 비교를 통하여
microCT를 이용한 조직형태학적인 분석의 정확도를 검증하는 연구들이 진행되고
있다 (Muller등,1998;DeSmet등,2006).
임플란트 주위의 골 면적비율에 대해 조직 슬라이드와 microCT 사이에는 높은
상관도가 있음이 보고되었으며 이를 이용하여 서로 다른 표면성질의 임플란트의
조기 부하에 대한 안정성 평가 및 치유과정의 분석에 응용된 바 있다 (Bernhardt
등,2004;Bernhardt등,2005;DeSmet등,2006).아직까지 골 접촉률에 있어서
는 임플란트 주위의 40-100 μm의 금속허상(metalartifact)에 의해 정확한 분석이
어렵다고 보고되었으나 Rebaudi등(2004)은 16 μm 고해상도의 microCT를 이용하
여 골부착에 대한 개념을 임플란트의 안정성에 응용하여 계측하였으며,Kuroda
등(2004)은 microCT로 임플란트 계면의 골접촉을 계측한 후 스크루를 제거 시 제
거(pull-out)강도를 측정하여 임플란트의 고정력과 골 접촉률과의 상관도를 보고
하여 microCT의 응용범위를 확대시켰다.
교정용 미니 임플란트는 보철용 임플란트와는 달리 식립 후 초기 고정력으로도
교정력에 저항할 수 있으므로 미니 임플란트 주변 연조직과 골의 짧은 치유기간
후에 교정치료에 적용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Deguchi등(2006)은 self-tapp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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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입의 미니 임플란트를 식립할 때 6주,12주의 치유기간과 비교하여 3주간의 치
유기간 후 교정력을 부여해도 미니 임플란트의 장기적인 안정성에 차이가 없다고
보고하였다.그러나 치유기간은 미니 임플란트의 식립 방법에 영향을 받을 수 있
으며 특히 self-tapping타입의 미니 임플란트의 경우 식립 과정 중 드릴링의 사
용으로 임플란트 주변골의 손상 정도가 상대적으로 클 수 있어 교정력을 부여하
기 전에 일정기간의 치유기간이 요구된다 (Kerawala등,1999;Heidemann 등,
2001;Sowden등,2002).
반면 self-drilling타입의 미니 임플란트의 경우 골 접촉률이 self-tapping타입의
미니 임플란트에 비해 높아 초기 안정성이 우수하다고 보고되었으나 식립 후 교
정력을 개시하기 위한 최소한의 치유기간에 대한 연구와 임상적인 탈락율에 대한
보고는 미비한 상태이다.따라서 이번 연구의 목적은 self-drilling타입의 미니 임
플란트를 성견에 식립 후 치유기간 동안의 골 조직형태 변화를 상하악으로 나눠
서 알아보고,3주 동안의 치유기간 후 교정력을 부여하는 지연 부하군과,식립 후
즉시 교정력을 부여하는 즉시 부하군 간에 부하기간별 안정성을 평가하기 위해
조직시편과 함께 microCT를 이용하여 3차원적인 조직형태 분석을 시도하였다.또
한 조직형태 분석에 있어 아직까지 표준적 방법(goldenstandard)으로 여겨지는
조직 슬라이드의 결과를 이용하여 microCT 분석의 응용가능성을 평가하고자 하
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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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ⅡⅡ...연연연구구구 재재재료료료 및및및 방방방법법법

가가가...실실실험험험 동동동물물물과과과 실실실험험험 재재재료료료

본 연구는 12개월 된 12 Kg의 웅성 성견(Beagle dog) 8마리를 대상으로
self-drilling타입의 교정용 미니 임플란트(직경 1.8mm,길이 7mm,ORLUS,
OrtholutionCO.,Seoul,Korea)를 식립하였으며 이들의 구입,선택,관리 및 실험
술식 등은 연세의료원 실험동물 위원회(IRB)의 심의를 거쳤다.한 개체 당 12개의
미니 임플란트(상악 6개,하악 6개),총 96개가 사용되었으며,acid etching 및
sandblasting으로 표면처리 된 Ti-6Al-4V 조성의 임플란트가 사용되었다.

나나나...연연연구구구 방방방법법법

실험 동물에 Atropine 0.05 mg/Kg을 피하 주사하고,Rompun 2 mg/Kg과
Ketamine10mg/Kg을 정맥 주사하여 전신마취를 유도한 후 2% Enflurane으로
마취를 유지하였고 실험 동안 보온 패드(heatingpad)로 체온을 유지하며 심전도
를 관찰하였다.또 미니 임플란트 식립 시,식립 부위에 에피네프린(1:100,000)이
포함된 2% 염산 리도케인을 이용하여 침윤 마취도 함께 실시하였다.
미니 임플란트의 식립 위치는 하악에서 제 3,4소구치와 제 1대구치의 근원심
치근 사이,상악에서는 제 2,3소구치와 제 1대구치의 근원심 치근 사이로 결정
하였다 (Fig.1).식립 전에 5-10mm의 잇몸 절개를 시행하였으며 식염수 관주
하에 스크루의 나사산이 치조골에 완전히 들어가는 것을 확인하였다.
교정력 부하시기에 따라 세 군으로 분류하였는데,즉시 부하 실험군(immediate
loading group,IL)은 미니 임플란트 식립 직후에 force gauge를 이용하여
250-300gm 범위의 힘을 탄성체인을 이용하여 부여하였다.지연 부하 실험군
(delayedloadinggroup,DL)의 경우 식립 후 3주의 치유기간 후 동일한 교정력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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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여하였으며 탄성체인은 매 3주마다 교체하였다.대조군(unloadinggroup)의 경
우 힘을 부여하지 않았으며 각각의 실험군은 3주,6주,12주 동안 교정력을 부하시
켰다.실험기간 동안 동물의 구강위생을 위해 클로로헥시딘 용액을 이용하여 매일
구강양치를 시행하였다 (Fig.2).

Fig2.Timetableforplacingmini-implants(w=weeks;DL=delayedloading
group;IL=immediateloadinggroup;HC=healingcontrolgroup)

Fig 1. Implantationsiteoforthodonticmini-impla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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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다다...실실실험험험 동동동물물물의의의 희희희생생생

교정력을 계획한 기간 동안 부여한 후 실험 동물을 희생시키고,조직을 절단하였
다.조직 슬라이드와 microCT 이미지를 일치시키기 위해 low-speed diamond
wheel을 이용하여 미니 임플란트 헤드의 중심에 근,원심으로 notch를 형성하였
다.그 후 미니 임플란트가 포함된 조직 블록을 채취하고 microCT 촬영 전까지
4% 포름 알데하이드 용액에 보관하였다.

라라라...MMMiiicccrrrooo---cccooommmpppuuuttteeedddtttooommmooogggrrraaappphhhyyy의의의 촬촬촬영영영과과과 이이이미미미지지지 재재재구구구성성성

본 실험에서 microCT의 촬영 및 재구성 방법은 김(2006)의 연구 방법을 적용하
였다.미니 임플란트 positioner로 조직시편을 위치시킨 후,90°간격으로 scout
view를 촬영하여 scanningwidth와 alignment를 결정하였고 이 때 평균 감약 투
과율(attenuation transmission)이 60%가 되도록 노출시간을 다시 설정하였다.
Table1의 촬영조건에 따라 Frameaveraging을 3으로 설정하고 360°회전 촬영하
였다.모든 이미지는 10Megapixel(4000x2300x12bit)cooleddigitalX-ray
camera로 전송되어 2000x2096pixel의 TIFF 파일로 저장되었다.한 시편 당
400분의 scanningtime이 소요되었다.이미지 재구성 시 나사산 내경과 첨부에서
800 μm 거리를 갖도록 ROI(regionofinterest)를 설정하였고,조직 슬라이드에서
도 동일하게 설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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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1.Valuesofmicro-computedtomographicscanningparameters.

마마마...조조조직직직 슬슬슬라라라이이이드드드의의의 제제제작작작

MicroCT 촬영 후,조직 표본을 7일간 70-100%의 점진적 고농도의 알코올로 탈
수하고 hydroxyethylmethacrylate(Technovit7200VLC)로 포매한 후 광중합기
를 이용하여 진공상태에서 경화시켰다.임플란트 헤드에 형성된 notch와 미니 임
플란트의 tip을 연결한 평면을 기준으로 diamondsaw (Maruto,Japan)로 절단하
여 hardtissuegrindingsystem (Maruto,Japan)으로 100-110 μm 두께의 비탈회
표본을 제작하고 toluidineblue로 염색하였다.

바바바...OOOppptttiiimmmaaalllttthhhrrreeessshhhooolllddd의의의 설설설정정정

조직 슬라이드와 일치된 microCT 이미지는 CTAnver1.5(Skyscan,Aartselaar,
Belgium)프로그램으로 골과 미니 임플란트에 대한 threshold를 각각 설정하여

                             Pre-set values

Filter            Al 0.5 mm + Cu 0.038 mm

Resolution         9 μm

Voltage        100 kV

Current        100 mA

Exposure Time        6479 ms

Rotation Step        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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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inaryimage로 변환하였다.골과 골수강의 구분을 위해 manualthreshold기능을
이용하여 grayscalehistogram의 intermediatelevel을 선정하였고 골과 미니 임
플란트의 대한 threshold는 미니 임플란트 주변의 금속성 허상이 미니 임플란트
영역에 포함되도록 설정하였다 (Fig.3).

Fig 3. Verification of the trabecular pattern on a histologic slide (left) and

       micro-computed tomographic image (right). 

사사사...조조조직직직형형형태태태학학학적적적인인인 분분분석석석 (((HHHiiissstttooommmooorrrppphhhooommmeeetttrrriiicccaaalllAAAnnnaaalllyyysssiiisss)))

111...MMMiiicccrrroooCCCTTT aaannnaaalllyyysssiiis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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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 면적비율은 CTAnver1.5프로그램으로 binaryimage의 ROI에서 미니 임플
란트를 제외한 면적에 대한 골 부피를 측정하여 계산하였다.골 접촉률은 골과 미
니 임플란트에 대하여 설정된 threshold를 기준으로 변환된 binaryimage를 이용
하여 CTAn ver1.5프로그램의 ROIshrink wrap,reloadplug-in,volumetric
operation기능으로 골과 접촉하는 미니 임플란트 부분을 mm 단위로 계측하여 이
를 ROI에 포함된 미니 임플란트의 나사산 길이에 대한 %로 계산하였다.골 접촉
률과 골 면적비율은 조직 슬라이드와 microCT 이미지의 해면골 형태가 일치하는
시상 절편(sagittalslice)을 중심으로,조직 슬라이드의 두께(100-110 μm)와 동일
하도록 12개 절편(108 μm,μCT2D:2차원 microCT 분석)에서 측정하였다.추가적
으로 미니 임플란트 직경과 같은 200개의 절편(1800 μm,μCT3D:3차원 microCT
분석)에서 골 면적비율과 골 접촉률을 계측하였다.

222...HHHiiissstttooolllooogggiiicccaaalllaaannnaaalllyyysssiiisss
조직 슬라이드를 광학 현미경하에서 100배로 촬영하여 BMP파일로 저장하고 이
를 Image-ProVersion3.0(CyberneticsMedia,USA)프로그램으로 ROI내의 골
접촉률과 골 면적비율을 측정하였다.

아아아...통통통계계계 분분분석석석

SPSS Ver.11 (SPSS Inc.,Chicago,IL,USA)통계 프로그램으로 각각의
subgroup에 대하여 상악과 하악을 구분하여 조직 슬라이드와 이와 동일한 두께의
microCT 이미지(108 μm, μCT2D),미니 임플란트 주위 골 전체를 반영하는
microCT 이미지(1800 μm,μCT3D)에서 계측된 골 면적비율과 골 접촉률의 시기
별 평균과 standarderror를 구하고 각 변수에 대해 3,6,12주에 대한 차이를
Krusakal-WallisH test를 이용하여 검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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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IIIIIII...연연연구구구 결결결과과과

가가가...교교교정정정력력력 부부부하하하기기기간간간별별별 비비비교교교

상하악에서 교정력 부하 3,6,12주 후의 골 접촉률과 골 면적비율을 조직시편과
microCT (μCT2D,μCT3D)에서 계측하였다.

111...골골골 접접접촉촉촉률률률 (((BBBooonnneeeIIImmmppplllaaannntttCCCooonnntttaaacccttt,,,BBBIIICCC)))
상악의 조직시편 분석에서 6주에서 12주 사이에 유의한 증가가 관찰되었고, 3주
에서 6주 사이에서는 유의한 감소가 관찰되었다 (P <0.05).하악에서는 조직시편
분석에서 3주에서 6주 사이에 유의한 증가를 관찰하였으며 (P < 0.05),3차원
microCT 분석(μCT3D)에서도 유의한 증가가 관찰되었다 (P<0.05)(Table2).

222...골골골 면면면적적적비비비율율율 (((BBBooonnneeeVVVooollluuummmeee,,,BBBVVV)))
상악에서 골 면적비율은 조직시편 분석에서 3주에서 6주 사이에 유의한 감소가
관찰되었으며 (P < 0.05),μCT3D에서도 유의한 감소가 관찰되었고 6주에서 12주
사이에서는 증가가 관찰되었다 (P<0.05).
하악에서는 조직시편 분석에서 3주에서 6주 사이에 골 면적비율의 유의한 감소가
(P < 0.01)6주에서 12주 사이에서는 증가가 있었으며,microCT 분석에서도 3주
에서 6주 기간에 유의한 감소가 관찰되었다 (P<0.05)(Table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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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2. Bone implant contact values in percent for different analysis and 

         loading times 

μCT2D;μCT imagewiththesamethicknessofitshistologicslide,μCT3D;μ

CT imagethatcoversboneallaroundthemini-implant,SE;standarderrorof
mean,statisticallysignificantdifferencebetweenperiodsbyKruskal-WallishH
test,*P<0.05;**P<0.01;NS,notsignificant.

Table 3. Bone volume values in percent for different analysis and loading 

         times

μCT2D;μCT imagewiththesamethicknessofitshistologicslide,μCT3D;μ

CT imagethatcoversboneallaroundthemini-implant,SE;standarderrorof
mean,statisticallysignificantdifferencebetweenperiodsbyKruskal-WallishH
test,*P<0.05;**P<0.01;NS,notsignificant.

Bone Bone Bone Bone Implant Implant Implant Implant Contact Contact Contact Contact (%)(%)(%)(%)

Loading 
period
(wks)

Maxilla Mandible

Histology μCT2D μCT3D Histology μCT2D μCT3D

Mean SE Mean SE Mean SE Mean SE Mean SE Mean SE

3 52.9 7.4 54.2 1.9 60.1 2.4 66.9 4.2 63.8 4.1 68.2 3.0

6 48.4 3.3 47.1 3.5 53.7 3.0 74.1 4.7 69.2 6.9 79.6 1.3

12 65.5 6.1 45.7 4.4 56.7 3.5 75.3 3.2 70.8 4.3 74.0 3.5

Sig * NS NS * NS *

Bone Bone Bone Bone Volume Volume Volume Volume (%)(%)(%)(%)

Loading 
Period
(wks)

Maxilla Mandible

Histology μCT2D μCT3D Histology μCT2D μCT3D

Mean SE Mean SE Mean SE Mean SE Mean SE Mean SE

3 56.9 4.0 63.3 5.6 59.0 4.0 69.8 5.7 78.7 3.9 76.7 3.5

6 44.5 3.3 44.7 2.0 43.5 2.0 50.6 10.3 52.8 6.0 59.1 1.6

12 53.0 8.5 50.1 9.6 52.1 7.5 66.0 6.5 70.0 9.4 66.3 7.3

Sig * NS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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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나나...즉즉즉시시시,,,지지지연연연 부부부하하하 간간간 비비비교교교

미니 임플란트 식립 직후에 교정력을 부하한 즉시 부하군과 3주간 치유기간 후
에 부하한 지연 부하군,교정력을 가하지 않은 대조군에서 골 접촉률과 골 면적비
율을 조직시편과 microCT에서 계측하였다.

111...골골골 접접접촉촉촉률률률
상악에서 전체 교정력 부하기간 동안 즉시 부하군이 가장 높은 골 접촉률을 보

여주었으며 (P < 0.05), 대조군과 지연 부하군 간의 유의성은 관찰되지 않았다. 2

차원 microCT 분석(μCT2D)에서는 그룹 간에 유의한 차이가 관찰되지 않았으며  

μCT3D에서 즉시 부하군이 가장 높은 골 접촉률을 보였으나 그룹 간에 유의한 차

이는 관찰되지 않았다. 하악의 골 접촉률은 대조군에서 가장 낮게 관찰되었으나 

그룹 간에 유의성은 관찰되지 않았으며 μCT2D와 μCT3D에서도 그룹간의 유의성

은 관찰되지 않았다 (Table 4).

222...골골골 면면면적적적비비비율율율
 상악에서 골 면적비율은 조직시편 분석과 μCT2D및 μCT3D에서 즉시 및 지연 

부하군 간에 유의한 차이가 관찰되지 않았으나 대조군에서 가장 낮은 골 면적비

율이 관찰되었다. 하악에서도 실험군 간에 유의한 차이는 관찰되지 않았으나 대조

군에서 가장 높은 골 면적비율이 계측되었다 (Table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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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4. Bone implant contact values in percent for different analysis and

         subgroups  

μCT2D;μCT imagewiththesamethicknessofitshistologicslide,μCT3D;μ

CT imagethatcoversboneallaroundthemini-implant,IL;immediateloading
group,DL;delayedloadinggroup,Control;unloadinggroup,SE;standarderror
ofmean,statisticallysignificantdifferencebetweenperiodsbyKruskal-Wallish
H test,*P<0.05;**P<0.01;NS,notsignificant.

Table5.Bonevolumevaluesinpercentfordifferentanalysisandsubgroups

μCT2D;μCT imagewiththesamethicknessofitshistologicslide,μCT3D;μ

CT imagethatcoversboneallaroundthemini-implant,IL;immediateloading
group,DL;delayedloadinggroup,Control;unloadinggroup,SE;standarderror
ofmean,statisticallysignificantdifferencebetweenperiodsbyKruskal-Wallish
H test,*P<0.05;**P<0.01;NS,notsignificant.

Bone Bone Bone Bone Implant Implant Implant Implant Contact Contact Contact Contact (%)(%)(%)(%)

Subgroup

Maxilla Mandible

Histology μCT2D μCT3D Histology μCT2D μCT3D

Mean SE Mean SE Mean SE Mean SE Mean SE Mean SE

IL 57.9 7.7 48.8 3.0 59.5 3.6 71.1 2.4 69.5 4.0 71.1 3.4

DL 51.7 6.6 48.4 2.9 54.9 2.8 73.0 6.1 61.8 6.7 70.5 5.8

Control 53.6 4.3 49.8 5.0 55.4 2.8 65.9 5.8 68.3 3.8 72.7 2.4

Sig * NS NS NS NS NS

Bone Bone Bone Bone Volume Volume Volume Volume (%)(%)(%)(%)

Subgroup

Maxilla Mandible

Histology μCT2D μCT3D Histology μCT2D μCT3D

Mean SE Mean SE Mean SE Mean SE Mean SE Mean SE

IL 51.7 5.1 56.6 6.0 53.6 5.0 62.7 5.5 65.2 7.8 63.2 6.5 

DL 53.7 6.0 52.1 6.0 50.5 4.8 64.8 9.6 70.4 7.9 68.9 5.4 

Control 48.4 4.7 47.5 6.8 48.2 5.3 72.2 5.0 77.7 6.7 76.7 5.2 

Sig NS NS NS NS NS 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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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b

 c

Fig 4. Descriptive views of three bone volumes of interests for bone 

volume fraction (BV/TV) microCT analysis at 3(a), 6(b), and 12(c) weeks 

of loading periods with implant (right side) and without implant (left si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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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정력 부하시기에 따른 subgroup(즉시,지연 부하군,대조군)에서 부하기간별
골 접촉률과 골 면적비율을 조직시편과 microCT에서 계측하였다.

111...골골골 접접접촉촉촉률률률
교정력 부하 3주째 상악에서 즉시 및 지연 부하군에 있어서 골 접촉률의 유의한
차이는 μCT3D에서만 관찰 되었으며 하악에서는 지연 부하군에서 낮은 골 접촉률
이 μCT2D와 μCT3D에서 관찰되었다.6주 동안의 부하 후 상악에서는 실험군 간
에 유의한 차이가 조직시편 분석과 microCT 분석에서 발견되지 않았다. 하악에
서는 조직시편 분석에서 유의한 차이가 관찰되지 않았으나 μCT2D에서 유의한 차
이가 관찰되었다.12주째 상악의 골 접촉률에 있어 지연 부하군과 즉시 부하군에
유의한 차이는 관찰되지 않았으나 하악에서는 지연 부하군에서 높은 골 접촉률이
조직시편 분석,μCT2D,μCT3D에서 유의하게 관찰되었다 (P<0.05)(Table6).

222...골골골 면면면적적적비비비율율율
교정력 부하 3주째 상악의 실험군에서 골 면적비율에 유의한 차이는 관찰되지
않았으며 하악에서도 나타나지 않았다.6주째에 상악은 모든 그룹에서 골 면적비
율이 감소하였으며 각 군 간에 유의한 차이가 관찰되지 않았다.하악에서는 지연
부하군의 골 면적비율이 즉시 부하군보다 낮게 측정되었으나 (P < 0.05), μ

CT2D,μCT3D에서 유의한 차이는 관찰되지 않았다.12주째 상악에서 조직분석과
microCT 분석에서 군 간의 유의한 차이가 관찰되지 않았다.하악에서는 조직시편
분석에서 지연 부하군의 골 면적비율이 즉시 부하군에 비해 높았으나 통계학적으
로 유의한 차이는 관찰되지 않았다.이러한 결과는 μCT3D에서도 일치하였다
(Table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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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6.Boneimplantcontactinpercentofeachsubgroupfordifferentloading
period
 Bone Bone Bone Bone Implant Implant Implant Implant Contact Contact Contact Contact (%)(%)(%)(%)

Maxilla Mandible

Loading
period
(wks)

Subgroups
Histology μCT2D μCT3D Histology μCT2D μCT3D

Mean SE Mean SE Mean SE Mean SE Mean SE Mean SE

IL 52.1 20.6 54.4 5.3 65.4 0.4 66.4 3.5 64.3 5.9 66.5 6.2 

3 DL 48.7 9.6 52.4 3.3 56.1 3.6 65.1 12.9 50.7 6.9 51.0 8.4 

Control 58.0 11.2 56.7 1.9 60.7 5.3 55.8 8.4 63.2 3.9 70.3 1.5 

Sig NS NS * NS * *

IL 48.5 2.5 47.4 2.1 59.0 8.2 72.1 4.1 76.1 5.5 78.3 6.4

6 DL 48.3 5.4 44.5 6.4 52.4 3.5 70.1 8.1 54.2 8.1 64.4 16.4 

Control 52.7 3.7 56.5 5.4 56.5 1.8 66.3 4.5 60.2 5.5 62.2 9.8

Sig NS NS NS NS * NS

IL 67.9 15.1 54.3 1.3 58.9 3.2 67.2 4.1 56.4 4.3 62.9 4.8 

12 DL 75.6 2.5 50.4 2.4 63.6 1.0 75.2 1.2 73.5 3.7 77.9 2.4 

Control 52.9 7.6 32.5 3.1 47.6 6.0 76.5 2.4 67.2 8.1 65.2 5.5 

Sig NS NS NS * * *

μCT2D;μCT imagewiththesamethicknessofitshistologicslide,μCT3D;μ

CT imagethatcoversboneallaroundthemini-implant,IL;immediateloading
group,DL;delayedloadinggroup,Control;unloadinggroup,SE;standarderror
ofmean,statisticallysignificantdifferencebetweenperiodsbyKruskal-Wallish
H test,*P<0.05;**P<0.01;NS,notsignifica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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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7.Bonevolumeinpercentofeachsubgroupfordifferentloading
period

μCT2D;μCT imagewiththesamethicknessofitshistologicslide,μCT3D;μ

CT imagethatcoversboneallaroundthemini-implant,IL;immediateloading
group,DL;delayedloadinggroup,Control;unloadinggroup,SE;standarderror
ofmean,statisticallysignificantdifferencebetweenperiodsbyKruskal-Wallish
H test,*P<0.05;**P<0.01;NS,notsignificant.

 Bone Bone Bone Bone Volume Volume Volume Volume (%)(%)(%)(%)

Maxilla Mandible

Loading
period
(wks)

Subgroups
Histology μCT2D μCT3D Histology μCT2D μCT3D

Mean SE Mean SE Mean SE Mean SE Mean SE Mean SE

IL 58.5 1.7 61.4 4.6 60.1 6.1 63.1 6.1 68.9 6.2 65.7 3.6 

3 DL 61.2 10.8 59.5 13.2 53.1 7.9 70.3 13.6 59.7 11.2 59.7 6.2 

Control 61.0 3.9 70.8 4.8 66.8 0.8 66.9 2.9 69.4 2.7 70.8 3.9 

Sig NS NS NS NS NS NS

IL 47.6 3.5 45.1 4.0 44.2 2.4 67.7 5.5 56.0 6.2 53.7 6.2

6 DL 43.5 7.5 45.3 3.5 43.3 5.1 51.2 7.4 53.3 7.5 55.5 3.6 

Control 42.3 7.6 43.6 4.3 43.0 3.8 51.3 6.5 46.5 6.5 45.3 1.5

Sig NS NS NS * NS NS

IL 62.7 23.1 69.0 17.8 61.3 15.4 62.3 10.6 58.7 10.7 59.2 10.2 

12 DL 57.9 15.1 51.3 17.1 57.4 15.8 74.3 4.6 76.5 4.1 70.3 5.4 

Control 38.4 0.9 30.0 1.9 37.4 5.7 69.0 4.6 66.6 4.5 62.4 11.7 

Sig NS NS NS NS * 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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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라라...부부부하하하기기기간간간별별별 조조조직직직시시시편편편과과과 mmmiiicccrrroooCCCTTT 분분분석석석 간간간의의의 골골골 접접접촉촉촉률률률
과과과 골골골 면면면적적적비비비율율율 차차차이이이

3주째 골 접촉률은 조직시편과 비교하여 μCT2D에서 6.7% 감소하였으며 μCT3D
에서 2.6% 감소하였다.6주째에서는 그 차이가 감소하였고 12주째에는 조직시편
분석에 비해 μCT2D는 13.9%,μCT3D는 6.9%가 감소하였다.골 면적비율에서 3주
째 μCT2D가 0.7% 증가하였으며 6주째에서 2.1% 증가하다가 12주에서는 0.3%로
차이가 감소하였다.μCT3D도 12주에서 0.5%로 차이가 감소하였다.

Table8.ComparisonofhistologicalandmicroCT analysisforboneimplant
contactandbonevolumeatdifferentloadingperiods

Loading
period
(wks)

Position
Bone Bone Bone Bone Implant Implant Implant Implant Contact Contact Contact Contact (%)(%)(%)(%) Bone Bone Bone Bone VolumeVolumeVolumeVolume    (%)(%)(%)(%)

ΔμCT2D ΔμCT3D ΔμCT2D ΔμCT3D

3

Maxilla
Mean 10.8  6.2  7.7 11.0

SD 38.8 42.2 24.6 23.2

Mandible
Mean  3.4 -0.4 -7.5 -5.4

SD 21.6 20.9 21.1 19.7

Total
Mean  6.7  2.6 -0.7  2.0

SD 29.9 31.5 23.5 22.4

6

Maxilla
Mean  1.3 -5.3 -0.2  1.0

SD 16.1 10.5 10.4  7.1

Mandible
Mean 12.6  5.1 -7.9    -10.7

SD 12.7 11.6 10.6 15.1

Total
Mean  4.2 -2.7 -2.1 -1.9

SD 15.6 11.2 10.5 10.3

12

Maxilla
Mean 19.7  8.8  2.9  0.9

SD 10.6  8.2  8.0  5.8

Mandible
Mean  8.1  4.9 -2.4  0.1

SD  7.5  6.5 12.7 10.9

Total
Mean 13.9  6.9  0.3  0.5

SD 10.6  7.3 10.5  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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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IVVV...고고고찰찰찰

교정력을 움직이려는 치아(movingpart)에 가하게 되는 경우 Newton의 제3법칙
인 ‘작용-반작용’에 의해 움직이기 원하지 않는 치아(anchorpart)도 이동하게 된
다.하지만 교정용 미니 임플란트는 교정력에 움직이지 않는 절대 고정원(absolute
anchorage)이기 때문에 원치 않는 치아이동을 줄일 수 있고,힘의 적용점(pointof
forceapplication)을 변화시켜서 전통적인 교정치료에서 불가능했던 다양한 교정치
료를 가능하게 했다.임상적으로 미니 임플란트 식립을 기초로 치료계획을 수립하
는 경우가 많아졌기 때문에 탈락되지 않는 안정적인 미니 임플란트의 식립이 교
정 치료 결과에 큰 영향을 미치게 되었다.미니 임플란트 안정성에 관한 연구는
임상적 탈락율과 임플란트 주변골의 조직형태학적인 연구로 나뉠 수 있는데,식립
후 주변 골조직의 치유과정에 관한 이해와 그로 인한 임상적 가이드라인을 정립
하기 위해서는 조직형태학적 기초 연구가 필요하다.
임플란트 주변골의 조직형태학적인 분석은 일반적으로 조직시편을 이용한 2차원
적인 분석을 통해 이루어져왔다.하지만 비탈회 골시편에 대한 슬라이드 제작 시
많은 시간과 노력이 들어가며 기술적인 부분에서도 특별한 지식을 필요하다는 문
제점을 가지고 있다.더욱이 시편제작 중 임플란트가 주위 골조직에서 이탈되는
경우도 있으며 연마도중 손상을 받거나 과도하게 삭제되어 임플란트 원래의 직경
과 형태를 유지시키기 힘들다는 단점이 있다 (Wolf등,1980;Bernhardt등,2004).
최근에 microCT를 이용해서 임플란트 주변 골조직의 정량적인 분석을 시도하고
있는데,조직 슬라이드 분석에 비해서 비파괴적이고 원하는 단면을 여러 부위에서
관찰할 수 있으며,3차원 분석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다.MicroCT는 이미 정형
외과 분야에서 조직 슬라이드와의 비교를 통해 조직형태분석에 정확성을 입증받
았으며 치과영역에서는 조직의 손상 없이 간접적으로 임플란트 계면에 대한 정보
를 채득할 수 있다고 보고되었다 (Akca등,2006).
임플란트 계면의 골형태 분석을 위해서는 microCT의 해상도와 임플란트 주변

에 발생될 수 있는 허상을 감소시키기 위한 특화된 촬영술식과 기술이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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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광원의 종류가 microCT의 정확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데 Bernhardt등
(2004)은 3차원 microCT 방식 중 SR microCT (synchrotron-radiation based
microCT)방식과 여러 종류의 conebeam microCT를 이용하여 임플란트 주변의
새롭게 생성된 골에 대한 정량적인 3차원 미세구조에 대해 분석하였다.그는 SR
microCT 방식의 3차원 분석 방법의 높은 정확성을 보고하면서 conebeam 형태의
microCT로 촬영 시 임플란트 주변의 broadspectrum의 에너지에 의한 선상오류
(beam hardeningeffect)로 인하여 임플란트 주변의 큰 허상(artifact)이 관찰되었
음을 지적하면서 골접촉 및 골부피 측정에 어려움을 보고한 바 있다.그러나 이번
연구에 사용된 conebeam 방식의 microCT는 기존에 사용된 해상도에 비해 2배
정도 향상되었고 시편이 1.8 mm의 작은 폭경으로 선상오류가 감소되었으며,
PMMA (poly-methylmethacrylate)에 조직시편을 매몰하지 않고 촬영함으로써 이
전 연구에서 골과 매몰제 간에 optimalthreshold를 선정하는데 일어날 수 있는
어려움 없이 임플란트 주변골의 골접촉과 골부피 측정을 할 수 있었다.물론 SR
microCT방식이 정확성은 우수하지만 아직까지 설치를 위해 큰 부피와 공간을 필
요로 하며 매우 고가의 장비라는 점을 감안할 때 현재 cone beam 방식의
microCT가 현실적으로 응용범위가 넓다고 볼 수 있겠다.
금속성 필터를 사용하였을 경우 정확도의 향상에 대해 보고된 바가 있으므로

(Bernhardt등,2005)0.5mm 두께의 알루미늄 필터와 얇은 구리필터를 함께 사
용하여 촬영하였다.필터의 사용으로 임플란트 주변에 산란되는 x-rayspectrum
의 낮은 에너지 부분들을 제거함으로써 계면에 대한 계측 정확도를 향상시킬 수
있다.그러나 금속성 필터의 두께가 증가하여 전체 photonflux가 감소될 경우 해
상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므로 밀도가 높은 구리를 알루미늄 필터와의 hybrid
타입으로 이용하여 두께를 조절할 수 있었다.
MicroCT는 살아있는 실험동물을 촬영하여 골 조직형태분석이 가능하다는 장점
이 있으나 이번 연구에 사용된 동물의 크기로 인하여 동일 매식체에 대한 장기적
인 연구는 불가능하였다.그러나 시기별로 식립 된 임플란트에 대한 일련의 골의
치유과정을 분석하였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할 수 있다.
조직시편을 이용한 분석법을 통해 부하기간(loadingperiod)에 따라 유의성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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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 면적비율의 변화가 관찰되었다.MicroCT를 이용한 분석에서 6주째 골 면적비
율의 감소가,12주에서 증가가 상하악 모두에서 관찰되었는데 이러한 결과는 조직
시편 분석과 일치되는 결과이었으므로 그 의의가 크다고 볼 수 있다.조직 슬라이
드와 microCT에서 계측된 골 면적비율의 상관분석 결과,Muller등(1998)의 0.93
이나 Stoppie등(2005)의 0.86으로 매우 높은 상관성을 보고한 바 있다.
3주에서 6주 사이에 골 면적비율이 감소하는 것은 1차적인 치유과정 중에 주변
골의 개조가 일어나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이라고 생각되며 이는 외과적인 술식
이나 골의 변형에 따른 microdamage에 의해 일어날 수 있다고 생각한다 (Burr
등,1998;Huja등,1999;Burr,2003).그러나 시간이 지날수록 주변골의 흡수는
안정화 되며 새로운 골의 생성으로 인하여 골 면적비율은 증가하게 된다.이러한
결과는 이전의 보철용 임플란트에 대한 치유과정과 유사하다 (Garetto등,1995).
즉시 부하군과 지연 부하군의 조직시편 분석에서 골 면적비율을 살펴보면 상악
에서는 두 군 모두 6주째 감소하다가 12주째 증가하는 양상을 보였고 microCT
분석에서도 일치하였다.하지만 두 군 간에 통계학적인 유의한 차이는 없었다.
하악의 조직시편 분석에서 부하기간 6주에 즉시 부하군이 지연 부하군보다 높은
골 면적비율을 보였지만 12주에서는 두 군 간에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3차원
microCT 분석에서도 12주에 실험군 간에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상악에서 교정용
미니 임플란트 식립 후 일정한 치유기간을 거치지 않고 즉시 교정력을 부하하더
라도 안정성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을 수 있다고 생각된다.반면 하악은 부하기간
6주에는 즉시 부하군이 유의하게 높은 골 면적비율을 보였고,12주에는 통계적 유
의성은 없지만 지연 부하군이 더 높은 계측치를 보였기 때문에 장기간의 유지기
간 동안의 관찰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골 접촉률도 부하기간에 따른 변화가 있었다.하악에서 부하기간에 따라 점진적

인 증가가 조직시편과 microCT 분석에서 관찰되었고,상악에서는 3주에서 6주 사
이에 감소하는 양상이 조직시편과 microCT 분석에서 일치하였다.그러나 상악의
조직시편 분석에서 6주째 감소하다가 12주째 증가하는 양상을 microCT에서는 관
찰하지 못했다.실험견의 상악골은 하악골과 달리 주로 해면골로 구성되어 있으므
로 임플란트 계면에서 거리가 증가할수록 망상골 구조가 매우 얇고 두께 변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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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하며 새로 생성된 임플란트 주변골의 파악에 문제가 있을 수 있다고 본다.따라
서 microCT에 의한 분석을 통해 골 접촉률 보다는 골 면적비율에서 더욱 신뢰할
수 있는 결과를 얻을 수 있다고 볼 수 있으며 이는 임플란트 주변의 허상과 골의
형태와 질에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따라서 피질골로 구성된 하악
에서는 상대적으로 높은 정확도를 관찰할 수 있었다.
골질이 단단한 하악의 피질골에서 상악보다는 전반적으로 높은 골 접촉률을 보
였다.하지만 임상적으로 상악보다는 하악에서 미니 임플란트의 탈락율이 좀더 높
게 관찰되기 때문에 골 조직형태학적 연구 외에 음식물 섭취등과 같은 부가적인
요인에 관한 추가적인 연구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즉시 부하군과 지연 부하군 간에 조직시편 분석에서 상악의 골 접촉률은 부하기
간 동안 실험군 간에 유의한 차이는 발견되지 않았다.3주째 3차원 microCT 분석
(μCT3D)을 제외하고 모든 구간에서 조직시편 분석과 microCT 분석에서 두 군
간에 유의성이 관찰되지 않았다.하악에서는 3주와 6주에서는 유의한 차이가 없다
가 12주에는 지연 부하군이 즉시 부하군보다 높은 골 접촉률을 나타냈다.
MicroCT 분석에서도 12주에 유의한 차이가 관찰되었다.상악에서 골 면적비율과
마찬가지로 골 접촉률도 부하시기에 따라 분류한 실험군 간에 유의한 차이가 없
었다.하악에서는 12주에 지연 부하군이 유의하게 높은 계측치를 보였기 때문에
일정한 치유기간 후에 교정력을 부하하는 것이 골 조직형태학적으로 유리하다고
판단할 수 있으나 즉시 부하군도 비교적 높은 골 접촉률을 보였기 때문에 실지로
미니 임플란트의 안정성에 영향을 줄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제거 토오크와 같은
기계적인 시험이 필요하리라 생각된다.
Bernhardt등(2004)은 생성된 골부피의 측정에서 SR CT의 경우 1% 정도의 차
이를 보고하였으며 다른 conebeam 형태의 경우 30-32% 정도 증가한다는 사실을
보고하였다.Stoppie등(2005)역시 8% 정도의 골 면적비율이 증가한다고 보고하
였으며 Rebaudi등(2004)은 microCT에서 3% 정도 감소한다고 하였다.반면 골
접촉률에 있어서는 골과 임플란트의 상이한 감약계수 때문에 microCT는 골과 임
플란트 계면을 직접 관찰할 수 없는 본질적인 한계를 가지고 있다.본 연구에서
금속성 허상을 36 μm로 가정하였으나 45 μm 즉 임플란트 계면에서 5pixel외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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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위부터 골 접촉률을 계산하였으므로 엄밀히 말하자면 골-임플란트 계면에 가까
운 골접촉이라고 표현해야할 것이다.이미 Rebaudi등(2004)은 금속성 허상을 임
플란트에 포함시켜 골 접촉률을 측정하고 이 계측치를 BoneImplantApposition
(BIA)이라고 하였다.
부하기간별 군 간에 있어 2차원 microCT 분석(μCT2D)과 3차원 microCT 분석
(μCT3D)은 대부분 유사한 값을 보여주었다.상악에서는 3주째 μCT3D의 골 접촉
률이 μCT2D에 비해 평균 6% 정도 증가하였으며 12주째에서는 9% 정도 증가하
였다.하악에서도 역시 5-10% 정도의 증가되었다.반면 골 면적비율에서는 3주째
상악에서 동일하거나 3% 감소되었으며 12주에서 2%의 증가가 관찰되었으며 이러
한 수치는 조직시편과 매우 유사하였다.반면 하악에서는 골 면적비율이 μCT3D
에서 6주째 6% 정도의 증가하였으며 반면 12주에서는 4% 정도의 감소가 관찰되
었다.그러나 유의한 수준의 차이가 아니었으므로 결과를 해석하기에는 제약이 있
을 수 있다.
이번 연구에서 기존 microCT 연구와의 차이점은 교정용 미니 임플란트와 주변
골을 구분하는데 자동적인 segmentation보다는 manualsegmentation을 이용하였
다는 점이다. Spectrum에서 골선율이 변화되는 점을 자동적으로 optimal
threshold로 잡아주는 경우 골부피의 현격한 증가가 관찰되었으며 골 접촉률도 함
께 증가하였기 때문이다.여기서 manual방식이란 조직시편의 골편을 분석하여
동일한 이미지를 얻을 수 있는 optimalthreshold를 잡아주는 방식이므로 조직시
편이 없는 경우 골형태를 비교할 수 없는 단점이 있다 (Waarsing등,2004).그러
나 automaticthreshold를 사용하는 경우 generalthresholdalgorithm이므로 선상
오류가 심한 경우나 조직이 균일하지 않을 경우 specialvolumeeffect에 의해 골
인 부분의 voxel도 골질로 인식하지 못하게 되는 현상으로 골 면적비율에 실질적
인 차이를 유발시킬 수 있기 때문에 manual방식을 선택하였다.그러나 manual
방식은 주관적인 방식으로 optimalthreshold를 결정하기 때문에 관찰자 간 오차
가 있을 수 있는 단점이 있다.
본 실험은 교정용 미니 임플란트 식립 후 주변골의 치유과정을 microCT를 이용
한 골 조직형태학적 분석을 시행하였고,그 정확성을 조직시편 분석을 통해 검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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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였다.교정력 부하시기와 골질의 특성에 따라 다른 양상이 관찰되었으며,향후
안정성에 대한 결과를 검증하기 위한 제거 토오크와 같은 기계적인 실험과 음식
물 섭취등과 같은 부가요인에 관한 추가실험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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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VV...결결결론론론

본 연구는 micro-computedtomography(microCT)를 이용하여 교정용 미니 임플
란트 주변조직의 3차원적 분석을 통해 식립 후 교정력 부하시기에 따른 미니 임
플란트 주변조직의 치유과정을 3주,6주 12주에 걸쳐 조직시편과 비교 분석하고자
하였다.12개월 된 12Kg의 웅성 성견(BeagleDog)8마리를 대상으로 직경 1.8
mm, 길이 7 mm의 self-drilling 타입의 교정용 미니 임플란트(ORLUS,
OrtholutionCO.,Seoul,Korea)를 식립하였으며 총 96개가 사용되었다.MicroCT
와 조직시편에 대한 골 조직형태학 분석을 통해 다음과 같은 결과를 얻었다.

1.즉시 부하군과 지연 부하군 간의 조직시편 분석에서 골 접촉률은 상악에서 실
험군 간에 부하기간별 유의한 차이는 발견되지 않았다.하악에서는 지연 부하군
이 12주째에 즉시 부하군보다 유의하게 높았고,3차원 microCT 분석에서 동일
한 결과를 보였다.

2.조직시편 분석에서 골 면적비율은 상악에서 모두 6주째 감소하다가 12주째 다
시 증가하였으며 실험군 간에 유의한 차이는 발견되지 않았다.하악에서 골 면
적비율은 6주째 즉시 부하군이 높았으며,12주째에는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이
는 3차원 microCT에 대한 분석결과와 일치하였다.

3.MicroCT 분석을 통한 골 면적비율은 조직시편과 평균 2% 내외로 일치하였으
나,골 접촉률은 2-14% 정도의 차이를 보여주었다.

본 실험의 조직시편 분석을 통해 microCT 분석의 유용성을 검증하였으며 골질
의 특성과 교정력 부하시기에 따라 서로 다른 양상이 관찰되었다.상악에서는 12
주에 즉시 부하군과 지연 부하군 간에 골 접촉률과 골 면적비율에 유의한 차이가
없었지만 하악에서는 골 접촉률에 유의한 차이가 관찰되었다.그러나 즉시 부하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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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도 높은 골 접촉률을 보여줌으로써 임상적인 안정성에 차이를 보일 것이라고
생각되지는 않는다.따라서 추후 안정성에 대한 결과를 검증하기 위해 장기간의
유지기간과 제거 토오크와 동요도와 같은 기계적인 측정 시험이 필요하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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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JJoooooonnngggKKKiiiLLLiiimmm

DepartmentofDentistry,TheGraduateSchool,YonseiUniversity
(DirectedbyProfessorYYYooouuunnnggg---CCChhheeelllPPPaaarrrkkk D.D.S.,M.S.D.,Ph.D.)

Recently, qualitative histomorphometric analysis using micro-computed
tomography(microCT)wasperformedfortheevaluationofimplantstability.
MicroCT has the ability to construct 3-dimensionaldata without tissue
damage.Thisnew methodcouldbeutilizedfortheevaluationofstabilityof
theorthodonticmini-implant,andcoulddemonstratethehealingprocessofthe
surroundingbonestructure.
Thepurposeofthisstudywastoevaluatesubsequentchangesduringthe

healingprocessaroundtheimplant-boneinterfaceat3,6,and12weeksafter
mini-implantinstallationusing3-dimensionalmicroCT analysis.96orthodontic
mini-implants (ORLUS,Ortholution CO.,Seoul,Korea)were placed in the
buccaljaw bone of 8 beagle dogs.After histomorphometric analysis of
microCT andhistologicalsamples,thefollowingresultswereobtained:

1.Theboneimplantcontact(BIC)ofthemaxilla forboth experimental
groupsdidnotshow significantdifferenceaccordingtoloadingperiods.Forth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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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ndible,theBIC ofthedelayedloadinggroupwashigherthanthatofthe
immediateloadinggroupat12weeksofloading.Thiswasinaccordancewith
theresultsofthe3-dimensionalmicroCT analysis.

2.Thebonevolume(BV)ofboththeimmediateanddelayedloadinggroups
decreasedupto6weeksandthenincreasedafter12weeksofloadinginthe
maxilla;showing nosignificantdifferencebetween thetwogroups.Forthe
mandible,theimmediateloadinggroupdemonstratedhigherBV comparedto
thedelayedloadinggroupat6weekswhileshowingnosignificantdifference
at12weeks.Thiswasinaccordancewiththeresultsofthe3-dimensional
microCT analysis.

3.The difference ofBIC and BV between microCT analysis and the
histologicalsampleswerewithina2% to14% range.

The results ofthis study confirmed the accuracy ofmicroCT analysis
through tissue sample analysis,and its accuracy differed according to the
healingperiodandbonecharacteristics.Forthemaxilla,BIC andBV showed
similarvaluesbetweenthetwogroupsat12weeksofloading,butforthe
mandible,theBIC ofthedelayedloadinggroupwassignificantlyhigherthan
theimmediateloadinggroup.However,sincetheimmediateloadinggroupalso
showedahighbonecontactratio,clinicalstabilityisconsideredtobesimilar.
Therefore,in orderto evaluate long-term stability,furtherstudies with a
longerretentionperiod,andstudieswithmechanicaltestsinvolving mobility
andremovaltorquearerequiredinthefuture.

Keywords:orthodonticminiimplant,micro-computedtomography,
boneimplantcontact,bonevolu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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