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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국국문문문요요요약약약

성성성견견견에에에서서서 발발발치치치 후후후 즉즉즉시시시 임임임플플플란란란트트트 식식식립립립시시시
mmmiiicccrrrooogggrrroooooovvveeecccooollllllaaarrrdddeeesssiiigggnnn이이이 주주주위위위 조조조직직직에에에 미미미치치치는는는 영영영향향향

 

  치아를 발거하면 전반적으로 치조제의 생리적 흡수가 일어나고 치조제의 협설

폭 뿐만 아니라 수직적으로도 흡수가 일어난다는 것은 잘 알려진 사실이다. 게다

가 치아 발거 후 골소실은 설측이나 구개측보다 협측에서 더욱 심하게 나타나는

데, 발치 직후 발치와에 임플란트를 식립하는 것이 이러한 조직의 개조 과정을 

어느 정도 차단하여 치조제의 형태를 보존한다고 알려져 있다. 이에 본 실험에서

는 collar 부위에 microgroove가 있는 임플란트를 신선 발치와에 식립한 경우 

조직의 생리적인 조직 개조에 의한 골흡수를 억제시킬 수 있는 지를 알아보고자 

하였다.

  임플란트는 직경 3.45mm, 길이 10.0mm로 collar 부위에 8㎛과 12㎛ pitch의 

microgroove가 있는 microgrooved 임플란트와 turned surface 임플란트 각각 

8개씩 16개를 실험에 이용하였다. 30kg 전후 성견 4마리의 하악 양측 제 3, 4 

소구치 발거 후 임플란트를 골이식재나 차폐막 없이 즉시 임플란트를 식립하였

다. 형광현미경 관찰을 위하여 식립 1주, 6주, 11주에 각각 Alizarin red S, 

Oxytetracycline hydrochloride, 그리고 Calcein 순서로 정맥주사하였다. 12주

의 치유과정을 거친 후 희생시켜 조직 시편을 제작하여 광학현미경과 형광현미

경 하에서 골-임플란트 접촉율을 측정하고 조직계측점간의 거리를 측정하여 관

찰하였다.

  골-임플란트 접촉율에 있어서는 협, 설측 모두 유사하였으나, microgrooved 임

플란트 군이 microgroove가 없는 turned surface 임플란트 군에 비해 협설측 각

각 유의성 있게 우수하였다. 

  광학현미경과 형광현미경 하에서 조직시편을 관찰하여 turned surface 임플란트 

군에서는 결합조직섬유가 임플란트 표면에 평행하게 배열하는 반면에, microgrooved 

임플란트 군에서는 12㎛ microgroove에서의 골유착과 8㎛ microgroove에서 결

합조직 섬유의 수직 부착을 관찰할 수 있었다. 그러나 현미경상에서의 골흡수 양



- v -

상 관찰과 임플란트와 주위 경조직, 연조직 계측점간의 거리를 조직시편상에서 측

정한 결과, 협측 골벽의 치조정 및 골외벽의 소실이 설측에 비해 더 컸다.

  이상의 결과에서 발치 후 즉시 임플란트 식립시 설측벽에 비해 협측벽의 골소

실이 다소 크나, 발치 후 즉시 microgrooved 임플란트를 식립할 경우 골형성 및 

결합조직 부착에 유리한 조건을 제공하여, 치아 발거 후 발생하는 생리적인 골개

조 반응을 최소화할 뿐만 아니라 결합조직 섬유의 수직 부착을 유도하여 변연골 

흡수 및 연조직 퇴축을 방지하는 데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핵심 되는 말: 발치 후 즉시 임플란트 식립, microgroove collar design, 

              골 개조, 치조제 협설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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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ⅠⅠ...서서서론론론

임플란트 술식의 성공은 얼마나 견고하게 임플란트가 골과 결합할 수 있는 지
와 또한 얼마나 오랫동안 기능성 부하에 견딜 수 있는 지에 따라 좌우된다.
Brånemark등1)은 광학현미경상에서 임플란트의 표면과 살아 있는 골의 직접적인
접촉을 골유착(osseointegration)이라 정의하였고,임상적 관점에서는 임플란트의
견고한 고정과 함께 구강내 기능교합하에서 골이 유지되는 것을 골유착이라 정의
하였다.2)그리고 임플란트의 골유착과 장기적인 안정을 위해서는 치아를 발거하고
치조골이 완전히 치유된 후에 임플란트를 식립하도록 권장하였다.3)그러나 이 과
정은 통상 6～12개월의 오랜 기간이 소요되며,발치 후에는 전반적인 치조제 감소
와 함께4,5,6)치조제의 협설측,근단-치관(수직적)으로도 흡수가 일어난다는 것은
잘 알려진 사실이다.7.8)게다가 치아 발거 후 골소실은 설측이나 구개측보다 협측
에서 더욱 심하게 나타난다.9-12)다시 말해서 치아 상실에 따라 치조골이 점차 복
잡한 과정을 거쳐 경조직과 연조직의 감소가 일어나게 된다.그래서 이러한 문제
점들을 극복하기 위해,즉,발치 후의 골조직 개조(modeling)과정을 차단하여 특히
전치부에서의 심미성을 얻으면서 전체 치료 기간을 줄이기 위해,임플란트 식립의
적절한 시기에 대한 다양한 연구가 있었다.Lazzara는13)발치와에 임플란트를 식
립하는 것이 수술횟수나 시간을 줄일 수 있을 뿐 아니라,치조제의 형태도 보존할
수 있다고 주장하였고,Paolantonio등14)은 치유발치와와 신선발치와에 임플란트를
식립하여 비교한 연구에서 발치 후 즉시 임플란트를 식립하는 것이 이러한 조직
의 생리적인 개조 과정을 억제하여 치조제의 형태를 보존할 수 있다고 하였다.또
한 Kan등15)역시 환자 35명의 상악 중절치를 발거하고 즉시 임플란트를 식립하
여 12개월간 관찰한 결과 즉시 임플란트 식립으로 임플란트 주위의 경조직과 연
조직이 보존되어 심미적으로 우수할 뿐만 아니라 식립 후 바로 제작되는 임시수
복물로 환자의 정서적인 충격도 줄일 수 있다고 하였다.
그러나 임플란트를 발치 후 즉시 식립하는 경우와 6～8주 후에 식립하는 경우

의 골치유 양상에 대해 비교한 임상 연구에서 Covani등16)은 임플란트 식립 4～6
개월 후에 골의 협설 폭경이 주목할 만큼 감소됨을 관찰하였고 이는 식립시기와
는 무관하다고 하였다.즉,delayedimplant에서 조차도 치아 발거와 동시에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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된 조기의 골개조는 계속된다고 하였고,이는 협설 방향으로 치조정 폭이 좁아지
면서 개조가 일어나고,이러한 양상은 신생골이 침착되어 임플란트 주변 결손부를
채우는 것과 협설면에서의 골흡수가 동시에 일어난 결과라고 하였다.
또한 이후 개를 이용한 여러 실험 결과 역시 이러한 발치 후 즉시 임플란트 식

립으로 발치와 함께 일어나는 골개조를 억제한다는 가설을 뒷받침하지 못하였
고,11,17-18)치아 발거 후에는 지속적인 치조제 높이가 지속적으로 감소한다고 하였
다.또한 Bottichelli등12)도 사람의 신선 발치와에 임플란트를 식립 후 경조직의
변화를 관찰하였는데,4개월 후에는 임플란트 식립시 있었던 협측 간격이 완전히
골조직으로 채워진 것을 관찰하였고,임플란트의 거친 표면은 얇은 골로 제대로
덮여 있었다고 하였다.그러나 치유 과정에서 골벽은 심한 수평적 흡수를 보였고
협측 골소실이 더 두드러졌다.결국 발치 후 골개조는 막을 수 없으므로 치아를
발거하고 연조직이 치유된 후에 임플란트를 식립하고,이 때 골 이식재료나 차폐
막을 사용해야 하며,충분한 두께의 협측 골판을 유지해야 치은 퇴축을 방지할 수
있다고 하였다.
이들 연구에서 얻어진 결과들을 종합하면 신선 발치와에 임플란트를 식립시 변

연골 결손부가 초기에는 골조직으로 채워질 수 있으나 나중에는 신생 변연골이
부분적으로 상실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것은 기존 임플란트에 대한 협설골의 변화였으며 임플란트의 경부에

설계한 microgroove가 치유과정 중 연조직과 경조직에 미치는 영향들에 관해 최
근 다양하게 연구되고 있다.19-34)즉,세포들은 접촉하고 있는 기질의 표면 성질에
따라 다양하게 반응하며 특정 생물학적 반응까지도 기대해 볼 수 있는데,임플란
트에서도 마찬가지로 표면의 texture를 잘 조절하면 주위의 경조직과 연조직에 대
해 원하는 조직 반응을 유도할 수 있다는 것이다.그 뿐만 아니라 발치 직후 임플
란트를 식립할 때에도 가능한 한 빠르고 확실한 골조직 부착 및 치밀한 결합조직
부착으로 상피조직의 하방 증식 뿐만 아니라 골개조도 막을 수 있다는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가설 즉,임플란트 collar부위에 microgroove가 설계된

임플란트를 식립하여 신선 발치와에서 생리적으로 일어나는 조직개조에 의한 골
흡수를 억제시킬 수 있는지를 알아 보고자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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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ⅡⅡ...연연연구구구대대대상상상 및및및 방방방법법법

111...연연연구구구대대대상상상

30kg전후의 생후 1년된 4마리의 성견을 실험시작 전 약 1개월 동안의 순화기
간을 거쳐 실험에 이용하였다.
임플란트의 collar가 turned surface로 되어 있는 Silhouette(Biolok Int.Inc.,

Deerfield Beach,U.S.A.)과 임플란트 collar에 microgroove가 있는 Silhouette
Laser-Lok(BiolokInt.Inc.,DeerfieldBeach,U.S.A.)각각 8개씩 총 16개의 직경
3.45mm,길이 10mm의 임플란트를 실험에 이용하였다(Fig.1).두 임플란트 모두
resorbable blast media 표면 처리로 전체적인 설계는 동일하였으며,다만
SilhouetteLaser-Lok은 임플란트 경부 2mm에 dualbio-affinitycollar라고 하는
두 가지 형태의 microgroove가 있다.즉 임플란트 경부의 상단 0.5mm는 turned
surface이고,그 하방 0.7mm는 8㎛ pitch의 microgroove,경부의 가장 하단
0.8mm는 12㎛ pitch의 microgroove가 있다.

A B

Fig.1.Twodifferenttypesofimplantcollardesign.A,SilhouetteLaser-Lok,
microgroovedimplantgroup;B,Silhouette,turnedsurfaceimplantgrou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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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2...연연연구구구방방방법법법

(((111)))발발발치치치 및및및 임임임플플플란란란트트트 식식식립립립

실험동물에 ketamine 10mg/kg을 정맥주사하여 initiation한 후 1% propofol
6mg/kg을 다시 정맥 주사하여 전신 마취시켰다.수술부위에는 0.2% lidocaine
HCl(1:100,000epinephrine포함)으로 국소마취를 시행하였다.
하악 좌,우측 제 2소구치 원심부에서 제 1대구치 근심부까지 치은열구 절개한

후 치조제의 경조직이 10～15mm 정도 노출되도록 치은 박리술을 시행하고,전층
판막 거상하였다.발치 겸자를 이용하여 제 3,4소구치를 주의 깊게 발거하였다.
제 3,4소구치 발치와 부위에 임플란트를 제조사의 지시대로 식립하였으며,부

위별로 두 가지 종류의 임플란트가 골고루 배치되도록 순서를 달리하여 식립하였
다(Fig.2).이 때 수직적으로는 임플란트의 microgroove경계부가 시작되는 부분
이 치조와의 설측 치조정과 일치하도록 위치시켰으며,수평적으로는 발치와 내에
서 치조제의 설측벽에 가깝게 임플란트를 위치시켜 임플란트와 치조제의 협측벽
사이에 간격이 형성되도록 한 후,임플란트에 3mm 치유 지대주(BiolokInt.Inc.,
DeerfieldBeach,U.S.A.)를 연결하고 결손부에 골이식재나 차폐막 없이 판막을 재
위치시키고 봉합하였다.

Fig.2.Photographillustratingthepositionoftheimplantsplac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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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2)))식식식립립립 후후후 처처처치치치 및및및 희희희생생생
식립 1주일간 항생제와 진통제를 근육 주사하였다.새로 형성되는 골조직 침

착을 형광형미경하에서 관찰하기 위해 식립 1주,6주,11주에 각각 Alizarinred
S,Oxytetracyclinehydrochloride,그리고 Calcein순서로 kg당 20mg정맥주사
하였다.
시술 12주 후 모든 실험동물을 ketamine을 정맥주사하여 희생시키고 임플란트

가 포함된 인접조직을 blocksection한 후 포르말린에 고정시켰다.

(((333)))시시시편편편제제제작작작
조직시편 제작을 위해 임플란트 각 부위는 다이아몬드 톱(Exact® Apparatebeau,

Norderstedt,Hamburg,Germany)으로 협설측 방향으로 절단하였다.70～100% 알
코올에서 6시간 탈수시킨 후 technovit7200VLC와 100% 알코올 비율이 1:3인 용
액에 2일간 진공하에 포매하여 알코올 농도를 계속 내리면서 5일간 과정을 반복
하였다.그 후 100% technovit 7200 VLC 용액으로 moulding한 후 Exact
machine(MG-4200)으로 포매하였다.포매된 block을 trimming한 다음,슬라이드
를 제외한 시편조직의 두께가 약 60㎛ 이하가 되도록 연마하여 시편을 만들었으
며 H-Estaining(hematoxylinandeosin)하여 관찰하였다.

(((444)))조조조직직직학학학적적적 측측측정정정
제작된 조직시편을 광학현미경을 이용하여 골 결손부위의 신생골 형성 양상 및

임플란트 주위의 골개조 양상을 관찰하였다.골 형성 정도를 알기 위해 임플란트
상부 표면에 결합되어 있는 골의 양을 측정하여 골-임플란트 접촉율을 계산하였
다(Coronalbone-to-implantcontact).
또한 절단면에서 계측점간의 거리를 측정하여 임플란트 주위 골개조 양상을 관

찰하였다(Fig.3).시편을 광학현미경상(확대율 ×1.25)에서 디지털 카메라로 사진
촬영 후 JPG file로 변환(확대율 ×15.5)하여 각 계측점간 거리를 측정하였고,평균
과 표준편차를 각각 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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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B

Fig.3.Schematicdrawingdescribingthedifferentlandmarksbetweenwhich
histometric measurements were performed.A,microgrooved implant
group;B, turnedsurfaceimplantgroup.ABE,apicalterminationof
thebarrierepithelium;B/I,marginallevelofbone-to-implantcontact;
C,marginallevelofthebonecrest;PM,marginoftheperiimplant
mucosa;M,marginallevelofthemicrogroovesurfaceormachined
surfaceofimplant.

(((555)))형형형광광광현현현미미미경경경 관관관찰찰찰
480nm 파장의 형광 현미경을 이용하여 각 약제의 투여 시기에 따른 골결손 부

위의 신생골 형성 양상 및 골개조 양상,그리고 임플란트 주위의 경,연조직을 시
편상에서 관찰하였다.

(((666)))통통통계계계처처처리리리
골-임플란트 접촉율 측정 결과 및 조직계측학적 측정 결과를 Wilcoxonsigned

rankstest를 이용하여 신뢰구간 95%로 비교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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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ⅢⅢ...연연연구구구결결결과과과

111...임임임상상상적적적 관관관찰찰찰

치아 발거 및 임플란트 식립 후 치유 과정동안 별다른 문제점은 관찰되지 않았
다.임플란트 주위 점막 뿐 아니라 인접 소구치,대구치 치은 부위에서도 식립 2주
후에 시행한 임상검사에서 명백한 염증 소견은 보이지 않았다.
실험동물 희생시 임상적 관찰 결과 임플란트 치유 지대주 2개가 소실된 것을

제외하고는 모든 임플란트 주위가 넓고 잘 각화된 구강점막으로 덮혀 있었으며,
염증 소견은 발견할 수 없었다(Fig.4).

Fig.4.Photographillustratingtheimplantsitesatsacrificeafter12weeksof
heal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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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2...조조조직직직학학학적적적 관관관찰찰찰 및및및 측측측정정정

(((111)))광광광학학학 현현현미미미경경경 관관관찰찰찰
식립 12주 후 임플란트의 골유착은 다소 불완전하나 협설측 모두 전반적으로

골결손부가 치유된 양상을 보여주었다.그러나 골결손부가 다소 컸던 협측 부위에
서는 변연골의 높이가 설측에 비해 낮은 것을 관찰할 수 있었다.잔존 결손부에는
염증소견이나 상피조직이 임플란트 나사산 아래로 자라 내려온 소견은 발견할 수
없었고 교원질 섬유가 골기질들과 함께 분포되어 있는 denseconnectivetissue층
이 채우고 있었다(Fig.5).다만 turnedsurface임플란트 군에 비해 microgrooved
임플란트 군이 전반적인 골형성이 보다 우수함을 관찰할 수 있었다.

         A                                       B

Fig.5.Micrographsshowing longitudinalsection ofmicrogroovedgroups(A)
and turned surfacegroups(B)after12weeksofhealing.B,buccal
wall;L,lingualwall;I,implant;PM,peri-implant mucosa.H-E
staining;originalmagnification×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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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icrogrooved군 임플란트 경부 microgroove주위에서 독특한 골조직,결합조
직의 부착양상이 보였다.협,설측 모두 임플란트 경부 0.7mm 8㎛ pitch의
microgroove에는 결합조직이,경부 가장 하단부 0.8mm 12㎛ pitch의 microgroove
에는 골조직이 부착하고 있었다.
설측 골벽은 신생골이 12㎛ microgroove에 직접 부착되어 있었으며 치조정 부

위는 골흡수 양상으로 보이는 다소 불규칙한 표면을 보였으나,외벽의 표면은 비
교적 매끈하였다.
그러나,협측 골벽에서는 12㎛ microgroove에 부착된 골조직 양이 설측에 비해

적었으며 치조정과 외벽에서 골흡수 양상으로 보이는 다소 불규칙한 표면을 관찰
할 수 있었다(Fig.6).

A B

Fig.6.Micrographsshowinglongitudinalsectionofmicrogroovedgroupafter
12 weeks of healing.The crestal region of the buccal(A) and
lingual(B)walls.B,buccalbone;L,lingualbone;CT,connectivetissue;
I,implant.H-Estaining;originalmagnification×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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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부착 양상은 고배율로 확대할수록 더 명확하였는데,협설측 모두 12㎛
pitch의 microgroove부위 하방에 골부착을 관찰할 수 있었으나 협측에서는 반달
모양으로 파골세포의 Howship'slacunae로 보이는 움푹 패인 양상들이 치조정과
골벽 외측 표면을 따라 나타났다(Fig.7).

A B

Fig.7.Micrographsshowinglongitudinalsectionofmicrogroovedgroupafter
12 weeks of healing.The crestal region of the buccal(A) and
lingual(B)walls.Thesurfaceofthebuccalbonecrestexhibitssignsof
ongoing remodeling.B,buccalbone;L,lingualbone;CT,connective
tissue;I,implant.H-Estaining;originalmagnification×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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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2)))골골골---임임임플플플란란란트트트 접접접촉촉촉율율율 측측측정정정
제작된 조직시편을 광학현미경을 이용하여 임플란트 상부 표면 세 번째 나선까

지 결합되어 있는 골의 양을 측정하여 골-임플란트 접촉율을 계산하였다.
모든 임플란트 상부에서 협측과 설측간의 골-임플란트 접촉율을 비교한 결과,

설측(53.6±28.9%)이 협측(50.6±22.8%)에 비해 다소 높았으나 유의성은 없었고,
microgrooved군과 turnedsurface군 각각에서도 협측과 설측간의 유의한 차이는
없었다.
Microgroove의 유무에 따라 골-임플란트 접촉율을 비교한 결과,microgrooved

군의 협측(60.9±10.0%),설측(63.6±20.3%)각각 모두 turned surface군의 협측
(38.7±28.4%), 설측(42.0±34.7%)에 비해 유의성 있게 높은 결과를 보였다
(p<0.05)(TableⅠ).

TableⅠ.Bone-to-implantcontactpercentage(BIC%)inthecoronal3threads
oftheimplant(mean±SD).

　 Bone to implant  contact

　 Buccal Lingual

Microgrooved 60.9±10.0 63.6±20.3

Turned surface 38.7±28.4 42.0±34.7

Total 50.6±22.8 53.6±2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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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3)))조조조직직직계계계측측측학학학적적적 측측측정정정
치유 12주 후 조직시편 상에서 임플란트와 주위 골조직의 각 계측점간의 거리

를 측정하였다(Fig.3).
임플란트 식립 기준점(M)에서 치조골능(C)까지의 거리를 측정한 결과 모든 임

플란트의 전체 협설간 비교에서,협측이 설측보다 근단쪽으로 위치해 있었으나 통
계학적인 유의차는 없었다. microgrooved군과 turnedsurface군 각각에서의 협
설간 비교에서는 microgrooved군에서의 협측이 설측보다 근단쪽에 위치하고 유
의한 차이가 있었다(p<0.05).협측과 설측 각각에서의 microgroove유무에 따른
군간 비교에서는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임플란트 식립 기준점(M)에서 임플란트와 골조직이 접촉하는 최상방의 변연

(B/I)까지의 거리를 측정한 결과 모든 임플란트의 협설간 비교에서도 역시 협측이
설측보다 근단쪽에 위치해 있었으나 유의하지는 않았다(TableⅡ).
임플란트와 연조직 계측점간의 거리 측정 결과 임플란트 주위 점막 최상방 변

연(PM)에서 임플란트 식립 기준점(M)까지의 거리는 모든 임플란트의 협측이 설
측에 비해 상방에 위치해 있었으나 유의하지는 않았다.
임플란트 주위 점막 최상방 변연(PM)에서 임플란트와 골조직이 접촉하는 최상

방의 변연(B/I)까지의 거리는 모든 임플란트의 협측이 설측보다 컸으나 유의하지
는 않았다. microgrooved군과 turnedsurface군 각각에서의 협설간 비교에서는
turned surface 군에서의 협측거리가 설측거리보다 더 컸고 유의성이 있었다
(p<0.05).협측과 설측 각각에서의 microgroove유무에 따른 군간 비교에서는 유
의한 차이가 없었다.
임플란트 주위 점막 최상방 변연(PM)에서 부착상피의 근단측 최하방 변연

(aBE)까지 거리의 식립한 임플란트 전체 협설간 비교에서,협측이 설측보다 근단
쪽에 위치해 있었으나 통계학적인 유의차는 없었다(TableⅢ).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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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Ⅱ.Resultsofhistometricmeasurements(mm)describing thedistance
betweenthevariouslandmarks(mean± SD).

TableⅢ.Resultsofhistometricmeasurements(mm)oftheperi-implantsoft
tissuecomponent(mean± SD).

　 PM-M 　 PM-B/I 　 PM-aBE

Buccal Lingual Buccal Lingual Buccal Lingual

Microgrooved 0.18±0.07 0.17±0.16 0.46±0.08 0.42±0.22 0.22±0.16 0.18±0.20

Turned surface 0.20±0.14 0.16±0.15 0.52±0.23 0.44±0.22 0.19±0.23 0.16±0.20

Total 0.19±0.10 0.17±0.15 0.49±0.16 0.43±0.21 0.21±0.19 0.17±0.19

　 M-C 　 M-B/I

　 Buccal Lingual 　 Buccal Lingual

Microgrooved -0.21±0.08 -0.13±0.10 -0.25±0.10 -0.22±0.09

Turned surface -0.21±0.07 -0.16±0.10 　 -0.33±0.14 -0.28±0.12

Total -0.21±0.07 -0.14±0.10 　 -0.28±0.12 -0.25±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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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3...형형형광광광현현현미미미경경경 관관관찰찰찰

임플란트 식립 1, 6, 11주 후에 각각 Alizarin red S, Oxytetracycline
hydrochloride,그리고 Calcein을 투여했으며,이들 형광 약재는 형광현미경 상에서
각각 적색,황색,녹색 형광색을 띄게 되고,이 형광띠를 이용하여 각 임플란트
주위의 골조직 형성,흡수 양상 및 골개조 양상을 시기적으로 관찰하였다.
임플란트 협측과 설측골의 외곽 부위에서는 골개조를 나타내는 작고 규칙적인

골원(osteon)이 관찰된 반면 임플란트 표면에 근접할수록 크고 불규칙한 골원이
관찰되었다.
모든 임플란트의 협측골과 설측골에서는 골조직 형성,흡수 양상 및 골개조 양

상에 차이를 보였는데 특히 경부에서 큰 차이를 관찰할 수 있었다.
설측골의 경부는 비교적 형태와 두께를 유지하면서 변연골에서만 동심원 일부

가 소실되는 골흡수 양상이 관찰된 반면,협측골의 경부는 변연골 뿐만 아니라 협
측 골벽에서도 동심원 일부가 소실되는 골흡수 양상이 관찰되었다.
임플란트의 협측 2∼3번째 나선에서 적색 형광띠와 황색 형광띠 일부만 관찰된

것은 즉시 식립시 임플란트와 협측 치조제 사이의 공간이 일부 신생골로 채워졌
다가 기존골의 변연과 외측에서부터 골흡수가 일어난 것이라고 사료된다.그 결과
변연골의 골벽이 설측에 비해 협측이 더 얇은 것과 근단쪽에 위치하는 것을 관찰
할 수 있었다(Fig.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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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8.Fluorescentimagesshowinglongitudinalsectionofmicrogroovedgroup
after12weeksofhealing.Arrowsindicatenew boneformation1week
afterimplantplacement.Notethatthebonecrestisclosertotheneck
oftheimplantatthelingualthanatthebuccalaspectoftheimplant.
B,buccalbone;L,lingualbone;I,implant.Originalmagnification×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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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9.Fluorescentimagesshowinglongitudinalsectionofturnedsurfacegroup
after12weeksofhealing.Notethatthebonecrestisclosertotheneck
oftheimplantatthelingualthanatthebuccalaspectoftheimplant.B,
buccalbone;L,lingualbone;I,implant.Originalmagnification×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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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플란트 설측 경부를 고배율로 관찰시 결합조직 섬유의 부착 양상 및 배열 방
향을 볼 수 있었는데,microgrooved군 임플란트 경부 최상단의 turned표면에는
결합조직이 평행하게 주행하는 반면에,8㎛ pitch의 microgroove가 시작되는 부위
부터 결합조직 섬유가 임플란트 표면에 비스듬하게 거의 수직으로 부착하고 있어
임플란트 표면의 texture에 따른 조직의 배열 방향이 확실히 바뀌는 것을 관찰할
수 있었다.반면에,turnedsurface군 임플란트 경부 표면에서는 결합조직 섬유가
표면에 평행하게 주행하는 것을 볼 수 있었다(Fig.10).

A B

Fig.10.Fluorescentimages showing longitudinalsection ofmicrogrooved
group(A)and turned surfacegroup(B)after12weeksofhealing.
The solid arrows indicate the collagen fiberdirection which are
paralleltotheimplantsurfaceovertheturnedsurfaceandthedotted
arrowspointthecollagenfibersperpendiculartotheimplantoverthe
8㎛ pitch microgrooved surface.CT,connectivetissue;I,implant.
Originalmagnification×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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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상피 조직의 부착 양상 역시 두 군간에 차이가 관찰되었는데,microgrooved
군의 임플란트 경부 표면에서는 microgroove에 결합 조직이 부착하는 부위까지
상피 조직이 하방으로 이주하고 있는 반면에,turnedsurface군의 임플란트 경부
표면에서는 상피 조직이 임플란트 경부의 turnedsurface를 지나 임플란트 나선이
시작되는 부위까지 하방으로 증식하고 있는 것을 관찰할 수 있었다(Fig.11).

A B

Fig.11.Fluorescentimages showing longitudinalsection ofmicrogrooved
group(A)and turned surfacegroup(B)after12weeksofhealing.
Thearrowsindicatetheapicallevelofthejunctionalepithelium.CT,
connectivetissue;I,implant.Originalmagnification×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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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ⅣⅣ...총총총괄괄괄 및및및 고고고찰찰찰

Brånemark은 임플란트의 성공과 장기간의 우수한 예후를 위해서는 기계적인
안정이 필요하고 양질의 골조직상에 식립되어야 한다고 하였고,3)충분한 치조골과
치조제의 양호한 형태는 기능적,심미적으로 이상적인 보철물을 위해 필요하다.그
래서 치아 발거 후 치조골이 완전히 치유된 후에 임플란트를 식립하도록 권장하
였고,이 과정은 6～12개월이 소요된다.3)그러나 치주적인 문제가 있는 환자의 경
우 잔존 치조골량이 부족하게 되고 그나마도 골질이 불량할 경우가 많아 이러한
조건을 충족시키기가 어려우며,발치 전에 이미 근단 병소 또는 외상 등에 의해
치조골을 상실하기도 한다.또한 발치와의 완전한 치유 후 임플란트를 식립하기까
지의 이 기간 동안 골흡수가 일어나 결과적으로 치조정의 상당 부분이 소실될 수
도 있으며 발거시 골조직에 미치는 손상 역시 골소실을 일으킬 수 있다.결국 치
아 발거 후 치조골의 위축은 잘 알려진 현상으로,4-8)이러한 골소실로 치조제 증강
을 위한 재생 술식이 필요하거나 또는 대안으로 짧은 임플란트를 식립하게 되고,
이것마저도 어려우면 보철적인 관점에서 불리한 위치에 식립할 수 밖에 없다.
따라서 골흡수와 개조에 의해 일어나는 발치 부위에서의 형태 변화를 포함하여

치유가 일어나는 과정에 대해 아는 것이 중요한데,사람과 동물에서의 조직학적
연구를 통해 치아 상실에 따른 치조제 형태 및 조직의 변화와 개조는 이미 잘 알
려져 있다.35)Cardaropoli등36)은 발치와 내에서 일어나는 골변화에 대해 연구하여
1개월 후에는 발치와를 미성숙골이 채우고,3개월 후에는 미성숙골과 층판골이 있
는 피질골 ridge가 형성되며,그 이후에는 미성숙골이 점차 층판골과 골수로 대체
된다고 하였다.
또한 Johnson은7,8)발치 전과 발치 후 치조제 검사를 통해 치아 발거 후의 입

체적 변화를 측정하였다.총의치가 계획된 14～45세 19명의 피검자에서 다양한
시간적 차이를 두고 치조제의 모형을 제작하여 체적의 변화를 밝혀냈다.또한 치
아 발거 후에 치조돌기의 수직 높이와 수평 너비 모두 감소되며,첫 달에 가장
많은 변화가 발생하고,10～20주 동안 계속해서 미세한 추가적인 감소가 발생한
다고 하였다.
이러한 치조돌기는 치아와 연관되어 있는 조직으로 치아의 맹출과 함께 발달하

고 그 형태 뿐만 아니라 크기도 치아의 형태,맹출 각도 그리고 최종적인 경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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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따라 결정된다.36)그리고 모든 치조돌기는 치아의 발거와 함께 위축이 일어나
며,4-8) 발치 후 치조돌기의 흡수는 설측보다 협측에서 훨씬 크다고 알려져 있
다.9-12)1967년 Pietorkovski와 Massler9)는 완전한 자연치열을 가진 30명의 상악과
하악 석고모형을 검사하고,여러 부위에서 치조제 폭경을 측정하여 악골 좌,우측
모두 협측과 설/구개측간의 폭이 거의 동일한 것으로 조사하였다.그 이후 악궁의
편측에 하나의 치아 상실이 있고,반대측에는 치아가 존재하는 149개의 모형에서
치아 발거 후에 발생하는 치조제 흡수량을 무치악 부위와 반대측 치열 부위를 함
께 측정하였다.그 결과 절대량의 차이는 다양했으나 흡수량은 모든 검사시편에서
설/구개측보다 협측에서 더 크게 나타나고 치조제의 중심은 설측으로 이동한다고
하였다.최근의 Araújo와 Lindhe10)의 동물 실험에서도 8주 후에 협측 골벽의 변연
은 설측에 비해 1.9mm 근단 쪽에 위치하며 이러한 협측벽 높이의 감소는 8주간
2.2±0.2mm에 이르렀고,하루에 약 45㎛ 정도였다.
한편 치아 발거 후 시간에 따른 치조제의 흡수 양상은 조기에 더 급속히 진행

된다고 알려져 있다.37)Schropp등38)은 20～73세의 환자 46명을 대상으로 하나의
치아를 발거한 후에 발생되는 치조제의 변화를 방사선 사진과 발거 후 즉시,3,6,
12개월에 채득한 모형상에서 조사하여 치아 발거 후에 치조제의 폭경은 거의 50%
정도 감소되며 치유 첫 3개월 동안에 가장 많은 변화가 발생한다고 보고하였고,
발치 부위에서 일어나는 주요한 변화들이 첫 해에 일어난다고 하였다.구치부에서
의 변화는 소구치부보다 컸으며 상악보다 하악에서 더 두드러지게 나타났다.
다시 말해서 치아 상실에 따라 치조골이 점차 복잡한 과정을 거쳐 경조직과 연

조직의 질적 양적 감소가 일어나게 된다.따라서 임플란트를 식립하기에 적절한
시기를 정하기 위해서는 치아 발거 후에 발생되는 이러한 치유 과정에 대한 이해
가 필요한데 지난 10여 년간 여러 연구를 통해 임플란트의 전형적인 치료 방법에
대한 검토가 이루어졌다.이러한 실험들은 외과적 수술 횟수를 줄여 치료 기간을
줄이는 데에 목적이 있었고,여러 문헌을 통해 임플란트를 식립하기 위해 발치와
가 완전히 치유될 때까지 기다릴 필요가 더 이상 없다고 알려져 있다.39-44)

즉시 식립법에 대하여 Lazzara는13)임플란트 식립 부위의 골조직을 보존할 수
있는 좋은 방법이라고 하였다.즉 골유착을 위한 최대한의 골조직 사용이 가능하
고,기능적 심미적 관점에서 문제가 생길 가능성도 적어지며,수술 횟수가 줄어들
고,치조제 형태가 보존되며,발치 후 보철물이 들어갈 때까지의 시간을 줄이는 장
점이 있다.이러한 외과적 접근에 의한 장점과 더불어 더 우수하고 심미적인 최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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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철물 제작에도 도움이 되는데,자연치아의 각도를 유지하면서 임플란트를 식립
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치조제 외형을 형태적으로도 보존할 수 있기 때문이다.다
만 발치 후 즉시 임플란트를 적절히 식립한다 하여도 대부분의 경우에 임플란트
의 교합면쪽 부위와 골벽간에 간격이 생기게 되는데 확실한 골유착을 위해 차폐
막,이식재료 그리고 골유도물질 등을 적용하여 치조와를 증강시키는 등의 여러
가지 방법들 역시 제안되었다.13,41-54)

이에 Paolantonio등14)은 신선발치와에 임플란트를 식립하는 것은 이러한 조직
의 개조 과정을 억제하여 치조제의 형태를 보존한다고 주장하였다.실험에서 수술
부위에는 차폐막이나 이식 재료를 사용하지 않았고 연조직으로 피개하였다.수술
12개월 후 임플란트를 주위 조직과 함께 환자로부터 얻어 조직학적인 검사를 한
결과 치유가 완료된 골조직에 식립한 표본과 발치 후 즉시 식립한 표본 모두에서
골-임플란트 접촉은 62～71%로 높았고 차이가 없었다.또한 Kan등15)도 35명의
환자를 대상으로 상악 중절치를 발거하고 즉시 임플란트를 식립하고,식립시에 임시
수복물을,6개월 후에는 최종 보철물을 제작하여 1년간 관찰하였다.그 결과 임플란
트를 식립할 때와 비교하여 경조직 변연의 근심과 원심부는 각각 -0.26±0.40mm,
-0.22±0.28mm 흡수되었으나 모든 임플란트는 성공적인 골유착을 보였고,임플란
트 주위 조직의 반응 역시 양호했으며 심미적인 결과도 모두 만족스러웠다고 보
고하였다.
그러나 이후의 실험10-12,17-18)을 통해서 발치 후에 특히 협측 골에서 심한 치조골

의 흡수는 필연적으로 일어날 수 밖에 없고,임플란트의 식립은 분명히 이 골흡수
과정을 차단시키지 못하며,3～4개월 치유 후에 임플란트 치조정 변연부는 골접촉
을 상실한다는 사실이 증명되었다.Araújo등11)은 동물실험에서 발치 후 즉시 임
플란트를 식립한다고 해도 치조와 벽에서 발생하는 재개조를 막지는 못한다는 것
을 증명하였다.실험 결과 3개월 후에 무치악 부위에서는 2.2mm,임플란트 부위에
서는 2.4mm로 임플란트 부위나 무치악 부위에서의 협설측 골벽의 높이는 유사했
고,치조제의 설측보다 협측에서 수직적인 골소실이 더 두드려졌다.따라서 발치
후 즉시 임플란트를 식립할 때에는 치아 발거 후 치조와 벽에서 발생하는 흡수를
반드시 연관시켜 고려해야 한다고 하였다.Botticelli등12)도 발치 후 즉시 임플란
트를 식립하고 식립시와 4개월 후 임플란트와 협/설측 골벽간의 수평 거리를 측정
한 결과 설측벽은 30% 흡수되었으나 협측벽의 수평적 흡수량은 56%에 달했다고
보고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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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실험에서도 마찬가지로 임플란트와 주위 경조직, 연조직 계측점간의 거리를 

조직시편상에서 측정하여 유의한 결과는 아니나 경조직이 임플란트에 접촉하는 

부위가 설측이 협측에 비해 다소 상방이었고, 특히 microgrooved 군에서 치조정

의 높이는 설측이 협측에 비해 유의하게 높았다. 이는 다른 연구11-12,17-18)결과와도
일치하는 것으로 치조제 표면의 흡수와 특히 치조제 협측벽에서의 속상골 소실의
조합으로 높이 뿐만 아니라 두께도 감소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치아는 속상골(bundlebone)을 통해 악골에 고정되며 이 속상골 안으로 치주인

대 섬유가 묻히게 된다.치아 발거 후에 속상골은 기능을 상실하며 사라진다.
Araújo와 Lindhe10)의 동물 실험에 의하면,발치 1주 후 조직 소견에서 협측 경조
직의 치조정 부위는 오로지 속상골로 이루어진 반면에,같은 부위의 설측은 속상
골과 층판골의 조합으로 구성되어 있다고 하였다.발치 1～2주에는 치조정 부위
뿐만 아니라 발치와 내측에서도 속상골이 보였으나,4～8주에는 보이지 않았다.다
시 말해서 이러한 발치 부위의 협/설측 골벽의 흡수는 두 단계에 걸쳐 일어나며,
1단계에서는 속상골이 흡수되면서 미성숙골로 대체되는데 협측 골벽의 치조정은
속상골만으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이러한 개조는 결국 실질적인 협측 치조정의
수직적인 감소를 야기한다고 하였고,2단계에서는 협설측 골벽 표면 lacunae에 있
는 파골세포에 의해 외측면에서 흡수가 일어나 수평적인 감소를 야기한다고 하였
다.그러나 아직 이러한 부가적인 골흡수에 대한 원인은 현재까지는 알려지지 않
고 있다.11)

본 실험에서는 치아를 발거하는 과정에서 치은열구상에 절개를 가하고 협설측
양측에 전층 피판을 거상하였다.골막을 분리시키고 골표면상의 결합조직의 부착
을 파괴하는 그러한 외과적인 외상은 급성 염증성 반응을 유발할 것이고 차례로
노출되었던 치조골의 표층에 어느 정도의 흡수가 일어날 것이다.45,46)치아를 발거
하면서 피판을 거상하면 골막의 혈관들이 절단되어,혈액 공급이 감소하고 골세포
가 죽게 되어 주위 골벽의 광화 조직 괴사를 일으켰을 수 있다.그 후 2단계에서
골막의 파골세포에 의한 표면 흡수를 통해 이러한 괴사 골조직은 점차 제거되었
을 것이다.또한 치아가 존재할 때 뿐만 아니라 치아 결손시에도 치조골의 협측벽
이 같은 부위의 설측에 비해 상당히 더 얇기 때문에 외과적인 외상에 민감하여
흡수를 더 잘 일으키고11,45-47)이러한 수평적 흡수가 수직적인 흡수의 결과를 낳게
되었을 것이다.그러나,피판을 거상하지 않고 치아를 발거해도 그 형태가 뚜렷하
게 변화하는 것을 보면 2단계 개조에 있어 분명히 다른 원인들이 관련이 있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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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보인다.그러한 원인들에는 발치 부위에서 계속 기능이 없는 것에 대한 적응
과 치아 상실시의 치조제 형태에 관해 유전학적으로 결정되어 있는 요구에 부합
하기 위한 조직의 조절 등이 있을 수 있다.10)

협설측 차이가 생기는 또 다른 이유로는 현재까지는 제대로 알려지지는 않았으
나 설측 골이 더 두꺼운 것과도 관련이 있을 수 있다.10)Wood등45)에 의하면 근단
부 골이 가장 얇은 환자에서 술후 골소실이 가장 컸으며,이 부위는 치은과 치조제
점막이 비교적 얇아 부분 피판을 형성하기가 상당히 어렵게 된다.이 경우 결합조
직이 충분한 피판을 형성하려면 골조직상에 남는 결합조직이 너무 얇아져 골조직
을 보호하기에 부족하게 된다고 하였다.본 실험에서도 치조제의 협설측 폭이 제 4
소구치에 비해 제 3소구치가 더 작기 때문에 임플란트 식립 부위를 형성할 때 제
3소구치부위에서 더 많은 골조직이 제거 되어야 했고 임플란트 식립 후 잔존 골
벽이 더 얇게 되었다.그러나 이러한 차이에도 불구하고 수직적인 감소량은 유사한
것으로 볼 때 잔존골의 두께 이외에 다른 원인들의 역할이 있었다고 볼 수 있다.10)

한편 본 실험에서는 발치와와 임플란트 직경간의 차이로 임플란트 표면에서 협
설측 골벽까지 간격이 있었다.이러한 협설측의 수평,수직적 결손부 간격은 결손
부 내측에서의 골형성과 치조제 외측에서의 골흡수를 통해 해결될 수 있으며 간
격의 크기에 따라 결손부 치유양상도 달라질 수 있음이 여러 연구를 통해 알려져
왔다.48-52) Botticelli등은49)SLA 표면의 임플란트를 이용한 동물실험에서 4개월
간의 치유 후에 1.25mm 간격과 5mm 깊이의 결손부가 골이식재나 차폐막 등의
부가적인 처치 없이도 치유되었고,치아를 발거하고 치유된 후에 임플란트를 식립
했던 대조군과도 골-임플란트 접촉율에 있어 유사한 결과를 얻었다고 보고하였다.
그리고 Wilson등40)은 임플란트 주위 골결손부의 수평성분이 골-임플란트 접촉과
연관이 있는 가장 중요한 요소라고 하였다.즉 큰 수평 결손부가 있는 부위에서는
bridging이 일어나지 않았는데,bonebridging이 일어날 수 있는 거리보다 결손부
크기가 더 컸기 때문일 수 있다고 하였다.그 밖에도 많은 실험들에서 발치 후 즉
시 임플란트를 식립할 때 치조제 점막하에 submerge시키지 않고 차폐막으로 보
호하면 변연부 결손이 경조직으로 채워질 수 있으나,41,52-54)부분적인 변연부 결손
은 공간을 유지하는 차폐막이나 이식재를 사용하지 않아도 치유될 수 있다는 연
구도 있었다.14,49,51)그러나 Akimoto등55)은 변연골 결손부가 임상적으로는 골조직
으로 채워졌으나 조직학적으로 관찰하면 결손부 간격이 증가할수록 골과 임플란
트 접촉이 감소하고 임플란트와 신생골 사이에 결합조직이 게재되어 있음을 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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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있다고 하였다.그래서 실제로 대부분의 결손부가 해결되었다 하더라도 골유착
으로 치유되었는지에 관해서는 여전히 확실하지 않다고 하였다.즉,결손부가 임상
적으로는 골조직으로 채워졌다 하더라도 조직학적으로도 반드시 골과 임플란트가
결합한다고 할 수는 없다.또한 최근의 Botticelli의 실험56)에 의하면 기계적으로
형성된 골결손부의 치유38,48-50,55)와 발치 후 즉시 식립에 의한 골개조 과정11,12)은
다르다고 하였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임플란트 재료 표면의 영향을 고려해 볼 수 있다.일반적으

로 임플란트 식립 후 치유에는 다음과 같이 재료와 연관된 네 인자들이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다.(ⅰ)임플란트 재료의 물리화학적 성질,(ⅱ)임플란트의 기계적
인 성질,(ⅲ)재료 표면의 topography:macrotopography와 microtopography,그
리고 (ⅳ)임플란트의 전체적인 형태와 설계.19)이 중 재료 표면의 topography는
모든 생체재료에서 의도되었든 아니든 간에 제조 과정 중의 절삭이나 몰딩의 결
과이며,표준화되지 않고 불연속적인 roughness와 반대로 표준화되고 조절된
texture두 가지로 나눌 수 있다.
Roughness에 관련해서 Botticelli등20)은 동물실험에서 SLA 표면의 임플란트 측

방 결손부는 적절한 골유착을 보인 반면 turnedsurface의 임플란트 주변의 유사
한 결손부는 임플란트와 신생골을 분리시키는 결합조직낭을 형성하면서 치유된다
고 하였다.즉,변연부 골결손이 있는 부위에 임플란트를 식립하는 경우 임플란트
표면의 특성이 임플란트의 골유착에 영향을 준다고 하였다.이것은 거친 SLA 표
면이 coagulum stability와 maturation에 적절한 조건,즉 신생골 형성에 필요한
특징을 만들어 준 것으로 보인다.Berglundh 등21)도 SLA 표면이나 turned
surface모두 흡수 생성반응에 있어서는 유사하나,골유착 속도와 정도는 SLA 표
면이 더 우수하다고 보고하였다.Davies는22)거친 표면의 임플란트는 coagulum
stability를 향상시켜 치유되기에 최상의 조건을 제공하고,치유 초기에 혈병과 금
속 표면사이에 접촉을 유지시킨다고 하였다.그리고 smoothsurface에 비해 거친
표면은 조골세포 부착과 증식을 자극할 수도 있다고 하였다. 또한 Kim 등23)은
임플란트 표면의 다양한 topography가 결합조직의 부착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연
구하였는데,거친 표면의 임플란트에서 더 안정적인 결합조직 부착이 있었다.다만
산부식 표면은 거칠기는 낮았으나 결합조직의 결합에 있어서 더 거친 표면과 유
사한 결과를 얻은 것으로 보아 산부식 과정에 의한 독특한 geometry가 중요한 역
할을 했을 가능성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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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texture에 관한 연구는 이미 20세기 초에 배양 물질의 표면 형태가 세포의
행동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것을 발견한 것에서부터 시작되었고,24)이러한 세포
의 행동 양식을 “contactguidance”라고 하였다.25)이후 1970년대에 기질 표면의
topography가 세포의 행동에 영향을 준다는 것을 재발견하였고,contactguidance
는 세포의 성장,이주 방향,그리고 부착 등의 일련의 세포 행동이 세포가 접촉하
고 있는 기질의 표면 texture에 의해 변화되는 현상으로 정의할 수 있다고 하였
다.26,27)

이러한 연구들을 바탕으로 임플란트의 공학적 측면에서의 최근 연구들은 소위
smartbiomaterial을 개발하고자 노력하고 있으며 이는 특정 생물학적 반응을 유
도할 수 있도록 설계된 재료라고 할 수 있다.즉,세포의 행동이 접촉하는 물질의
표면 상태에 따라 영향을 받을 수 있으며,같은 표면이라도 세포마다 반응하는 양
상이 다르게 나타나기 때문에 표면을 변화시킴으로써 원하는 세포의 반응을 유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따라서 경조직에 대해서는 가능한 한 신속하고
확실한 골유착을 유도하고,상피조직과 결합조직 같은 연조직에 대해서는 가능한
한 두껍고 치밀한 결합조직을 유도하여,상피의 하방 성장을 막고 임플란트 주위
조직이 치주조직과 같이 골유착 부위를 보호하고 차단하는 기능을 하도록 하는
것이 원하는 조직 반응이다.
이상적으로 임플란트에서는 상피의 근단부 이동을 막아야만 한다.상피는 임플

란트를 외부의 오염원으로부터 보호하는 중요한 역할을 하나,임플란트를 따라 증
식하고 이주하여 임플란트 하방으로 침투,상실을 일으킬 수도 있다.이러한 하방
증식은 자연치아 주위의 샤피 섬유와 같이 임플란트 표면에 세포와 섬유들이 결
합하여 단단히 부착하는 것으로 차단될 수 있다.그러나 건강한 조직에서는 교원
질 다발이 치근 백악질내로 들어가 상피의 하방 이주를 방해하게 되는 반면에,타
이타늄 기질과는 이러한 방식 대신 전형적으로 임플란트 표면과 평행하게 결합조
직이 배열되면서 교원질 섬유가 있는 섬유성 낭 내로 들어간다23).이러한 섬유성
낭은 국소적인 혈류 공급을 어렵게 하여 조직과 임플란트간의 안정성을 떨어뜨리
고 골지지가 부족한 경우에는 결합조직이 부착을 잃고 탈락되며 점막은 쉽게 퇴
축된다.또한 결합조직이 미세출혈과 함께 찢어지면 접합상피는 보호기능을 하기
위해 근단이동을 할 것이고 이러한 임플란트 주위 점막의 이동성은 결국 해롭게
작용한며,그 결과 결합조직 1mm 정도는 근단쪽으로 재형성되고 종종 치조정도
함께 소실된다28).결국 임플란트의 기능적 심미적 성공을 위해서는 골개조의 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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뿐 아니라 연조직의 seal까지도 함께 고려해야 할 것이며,특히 얇거나 중간 두께
의 치주조직에서는 반드시 필요하다.Chehroudi등29.30)은 수평으로 배열된 깊이 3,
10㎛의 groove가 있는 micromachined표면에서 contactguidance에 의해 상피의
하방증식이 차단되었다고 하였다.그리고 깊이가 충분한 micromachinedgroove
표면에서는 결합조직의 내부증식 방향이 비스듬하게 배열되며 결합조직과 임플란
트간의 이러한 계면이 상피의 하방증식을 차단했기 때문이라고 추측하였다.그러
나 이 연구는 결합조직과 상피조직이 같은 표면과 반응했기 때문에 각각에 대한
표면의 효과를 결정할 수가 없었다.그래서 그 이후의 연구에서 결합조직은 각각
19,30,120㎛ 깊이의 groove가 있는 임플란트 표면에 접촉시키고 상피조직은 치
유지대주의 smooth표면에만 접촉시켜서 실험한 결과 결합조직의 내부증식은 유
도하고 상피의 근단이동은 유의하게 막는다고 하였다.31)

한편,Matsuzaka등32)은 각각 ridge너비 1～10㎛,groove깊이 0.5～1.5㎛의 기
질에서 쥐의 골수세포를 배양하여 1,3,5,8,16일에 관찰한 결과 깊이에 의한 영
향은 잘 나타나지 않았다.폭에 의한 영향은 2㎛ 이하에서는 세포와 기질간의 가
장 밀접한 접촉인 focaladhesion이 ridge의 모서리에서만 나타났고 폭 5㎛ 이상에
서는 focaladhesion이 표면 전체를 따라 나타나 모든 면에 부착하였는데 이는 섬
유아세포에서와 유사하다.33)이러한 focaladhesion은 정보를 매개하여 골세포의
부착,스프레딩,증식,이동,분화,기질 형성,그리고 세포사 등 단계별로 골세포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중요한 것은 이러한 폭이 좁은 groove에서 기질
의 침착이 증가되었다는 것인데,이는 더 작은 texture가 세포에게 세포외 기질망
으로 인식된 것으로 보이며 이로 인해 세포막상의 focaladhesion형태의 변화가
발생한 것으로 추측된다고 하였다.그리고 나서 focaladhesion을 구성하고 있는
integrin이 signalingfunction을 하여 주위 환경의 정보를 세포 안으로 전달하고
기질 생산이 증가한 것으로 보인다고 하였다.또한 TEM 관찰 결과 기질 표면과
가장 가까운 세포층에서는 세포의 바깥층에서보다 더 많은 소포체가 관찰되었는
데 활발한 단백질 합성과 관련이 있으며 기질 표면과 세포의 행동간의 연관성을
한 번 더 보여주고 있다.반면에 smooth표면상의 조골세포는 주위의 세포외 기
질에서 아주 적은 지지만을 받고 있으며,이로 인해 세포의 증식과 분화에 부정적
인 영향을 줄 것이라는 것은 명백하다.따라서,골세포의 행동은 기질 표면에 의해
다음과 같은 여러 방식으로 영향을 받을 수 있다.(ⅰ)세포와 세포 돌기의 배열
을 결정,(ⅱ)세포의 focaladhesion의 형성과 위치를 변화,그리고 (ⅲ)세포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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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질 생산을 변화.즉 기질 표면의 texturing은 골세포의 삼차원적 환경을 만드는
데 중요한 수단이 될 수 있다.
이번 실험에 사용된 microgrooved 임플란트는 바로 이러한 세포의 contact

guidance를 적용하여 표면을 texturing처리한 임플란트로서 경부 상단부 0.5mm
는 turnedsurface이고,그 하방 0.7mm는 8㎛ pitch의 microgroove,경부의 가장
하단부 0.8mm는 12㎛ pitch의 microgroove가 있어 각각 결합조직과 경조직 부착
을 유도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본 실험의 형광현미경 관찰결과 확인되었다.
이는 Bae등34)의 연구에서 임플란트 경부의 설계를 달리하여 임플란트 변연골 소
실을 측정한 결과 microgroove가 있는 임플란트에서 최소의 변연골 변화가 나타
난 실험이 뒷받침해주고 있다.
경부 골-임플란트 접촉율에 있어서 microgrooved군이 turnedsurface군에 비

해 유의성 있는 높은 결과를 보였는데,이는 형광 현미경상과 일치하는 것으로
microgrooved군의 협설측 치조정 부위에서 밝게 보였던 신생골 형성의 결과로
생각된다.또한 이 부위가 식립 후 초기가 아닌 후기를 가리키는 주로 밝은 황색
과 녹색을 나타내는 것으로 보아 이후 계속적인 경조직 활성도 예상된다.연조직
에 있어서도 microgroove가 없는 turnedsurface에서는 결합조직이 임플란트 표면
과 평행하게 주행하는 반면에,microgroove부위에서는 결합조직 섬유가 임플란트
치경부 표면에 사선에서 수직에 가깝게 배열하는 것을 확인하였고,이러한 결합
조직의 부착 방향은 자연치아의 섬유방향과 유사하여 상피조직의 하방 증식을 막
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추후 연조직에 의한 saucerization도 차단할 수 있을 것
으로 기대한다.
다만 본 실험에서는 결손부 골생성이 완전하지는 못하였는데,개에서는 연조직

경조직의 치유가 사람에서 보다 더 빠르게 일어난 것을 고려해 볼 때 남아 있는
골결손부는 만일 치유기간을 연장한다면 3개월 이후에는 골조직으로 채워졌을 수
도 있다.또한 골-임플란트 접촉율에 있어 협설측 간에 유의한 차이가 없던 것은
결손부 내부에서 시작되는 신생골 형성에 의한 결과라고 생각된다.즉 임플란트
표면상의 골 유착기전에는 두 가지 현상이 있다.(i)distanceosteogenesis는 임플
란트 주위 골조직에서 appositionalgrowth를 통해 임플란트 표면에 도달하고,(ii)
contactosteogenesis는 임플란트 표면상에서 직접 denovoboneformation이 일
어난다고 하였다.특히 거친 표면의 임플란트에서는 평활면의 임플란트에서와 반
대로 fibrin부착을 위한 표면적이 증가하고 fibrin이 엉길 수 있는 표면 특성을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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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하여서 osteoconduction을 향상시킨다고 하였다.아마도 이러한 일련의 과정들의
결과로 이번 실험에서도 결합조직이나 염증조직의 게재 없이 임플란트와 경조직
간의 결합을 얻은 것으로 보인다.또한 조직계측학적 측정 결과에서 설측에 비해
협측의 치조정 높이가 다소 낮았던 것과 형광현미경 상에서 협측 골벽 피질골 소
실과 골흡수 양상으로 보이는 불규칙한 골표면 등으로 보아 여전히 발치 후 일어
나는 생리적인 조직반응을 완전히 억제시키지는 못하는 것으로 보여진다.
발치 후 즉시 임플란트를 식립할 때 임플란트를 협설측에 올바르게 위치시키면

보철물의 협측,인접측 외형이 자연스러워 질 수 있다.이 때 넓은 직경의 임플란
트를 사용하면 보철물의 emergenceprofile이 향상되고,임플란트와 주위 골벽 간
의 간격이 줄어들며,차폐막을 사용할 필요도 적어지고 잠재적으로 임플란트와 골
접촉 면적을 증가시켜 골질이 불량하더라도 보상할 수 있어 임플란트의 성공률을
높일 수 있는 장점이 있다.그러나 발치와보다 큰 직경의 임플란트를 식립하게 되
면 발치와 협설측 골벽에 외과적인 외상을 가하면서 흡수가 일어날 수 있으며,발
치와보다 작은 직경의 임플란트를 식립하게 되면 결손부가 커져 골형성이 불충분
하게 되고 결과적으로 치조제의 흡수가 일어날 수 있다.또한 치아 발거시 판막
형성 여부에 상관없이 협측 골벽은 골벽 내측의 신생골 형성과 골벽 외측의 흡수
라는 과정을 거쳐 결과적으로 수평적 수직적 골소실을 보이므로 발치 후 즉시 임
플란트 식립이 발치 후의 골개조 반응을 완전히 억제시키지는 못하는 것으로 보
인다.다만,microgrooved임플란트는 신생골 형성 및 연조직 부착에 필요한 조건
을 제공하여 골개조 반응을 줄이면서 연조직의 부착을 도와 심미성을 높일 수 있
으리라 생각된다.또한 외과적 술식 적용시 가능한 한 외상이 적은 방법을 선택하
고 필요한 경우 골이식재료를 적절히 사용하면 생리적인 골 흡수를 줄일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되며 앞으로 이러한 골개조 반응에 대한 체계적인 추가 연구가 필요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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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ⅤⅤ...결결결론론론

성견을 이용하여 발치 후 즉시 microgrooved임플란트 식립 12주 후 주위 조직
반응을 관찰한 결과 다음과 같은 결과를 얻었다.

1.골-임플란트 접촉율은 두 군 모두에서 협설측 간에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2.골-임플란트 접촉율은 microgrooved군이 더 높았다(p<0.05).

3.협측골벽에서 치조정 높이의 소실이 설측골벽에 비해 더 컸다(p<0.05).

4.Microgrooved군의 12㎛ microgroove부위에서 골유착이 관찰되었다.

5.Microgrooved군의 8㎛ microgroove부위에서 수직으로 배열된 결합조직 섬유
들이 관찰되었다.

  이상의 결과에서 발치 후 즉시 임플란트 식립시 설측벽에 비해 협측벽의 골소

실이 다소 크나, 발치 후 즉시 microgrooved 임플란트를 식립할 경우 골형성 및 

결합조직 부착에 유리한 조건을 제공하여, 치아 발거 후 발생하는 생리적인 골개

조 반응을 최소화할 뿐만 아니라 결합조직 섬유의 수직 부착을 유도하여 변연골 

흡수 및 연조직 퇴축을 방지하는 데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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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Influence Influence Influence Influence of of of of microgrooved microgrooved microgrooved microgrooved collar collar collar collar design design design design on on on on soft soft soft soft and and and and hard hard hard hard 

tissue tissue tissue tissue healing healing healing healing of of of of immediate immediate immediate immediate implantation implantation implantation implantation in in in in fresh fresh fresh fresh 

extraction extraction extraction extraction sites sites sites sites in in in in dogsdogsdogsdogs

Soo-yeonShin

DepartmentofDentistry
TheGraduateSchool,YonseiUniversity

(DirectedbyProfessorDong-HooHan,D.D.S.,M.S.D.,Ph.D.)

Thisstudyistocomparethealveolarbonereductionfollowing immediate
implantationusingmicrogroovedandsmoothcollarimplantsinfreshextracted
sockets.
Fourmongreldogswereused.Fullbuccalandlingualmucoperiostealflaps

were elevated and third and fourth premolars ofmandible were removed.
Implantswereinstalledinthefreshextractedsocketsandafter3monthsof
healingtheanimalsweresacrificed.Themandiblesweredissectedandeach
implantsiteswereremovedandprocessedforhistologicalexamination.
During thehealing,themarginalgapsin both groupsthatwerepresent

between the implant and the walls of the sockets at the implantation
disappeared asaresultofbonefilland resoprtion ofthebonecrest.The
buccalbonecrestswerelocatedapicalofitslingualcounterparts.Atthe12
weekintervalthemean ofboneimplantcontactin themicrogroovedgroup
wassignificantlyhigherthanthatoftheturnedsurfacegrou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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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rom theobservationinsomeofmicrogroovedgroup,wehavefoundbone
attachments to the 12μm microgroove surface and collagen fibers at
perpendiculartothelongaxisoftheimplantsover8μm microgroovedsurface.
Withinthelimitationsofthisstudy,itcouldbeconcludedthatmicrogrooved
implantsmayprovidemorefavourableconditionsfortheattachmentofhard
andsofttissuesandreducetheresorptionofmarginalboneandtherecession
ofsofttissue.

 

Key words:immediateimplantplacementin fresh extraction socket,bone
modeling,buccalandlingualbonewalls,bone-implantcont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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