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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요약

치치치과과과용용용 임임임플플플란란란트트트의의의 나나나사사사산산산 거거거리리리와와와 표표표면면면처처처리리리가가가
골골골유유유도도도 재재재생생생에에에 미미미치치치는는는 영영영향향향

임플란트의 디자인과 표면처리는 주위 골조직 치유과 개조에 많은 영향을 준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치과용 임플란트의 나사산 거리(pitch)와 표면처리가 골유도
재생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고자 하였다.길이 10mm,직경 3.5mm의 타이타늄
임플란트를 장축을 중심으로 반쪽은 0.6mm pitch,나머지 반쪽은 0.4mm pitch를
가지는 형태로 제작하였다.이렇게 제작된 임플란트를 turned surface(TS),
blasting& etchingsurface(BES),anodicoxidationsurface(AOS)로 표면처리하여
가토 경골에 식립하고 높이 4mm 타이타늄 원통형 차폐막과 골이식재로 골조직의
재생을 유도하였다.12주 후 가토를 희생하여 나사산 거리가 0.6mm와 0.4mm을
가지는 TS,BES,AOS가 골유도 재생에 미치는 영향을 조직형태학적으로 비교,
분석하여 다음과 같은 결과를 얻었다.

1.재생된 골조직의 수직높이는 BES와 AOS가 TS보다 유의성 있게 큰 값을 나
타냈고,BES와 AOS의 0.4mm pitch가 0.6mm pitch보다 유의성 있게 큰 값을 나
타냈다(p<0.05).
2.재생된 골조직의 폭경은 BES와 AOS가 TS보다 유의성 있게 큰 값을 나타냈
고(p<0.05),0.6mm pitch와 0.4mm pitch사이에서는 유의차가 없었다.
3.재생된 골조직의 골접촉률은 BES와 AOS가 TS보다 유의성 있게 큰 값을 나
타냈고(p<0.05),0.6mm pitch와 0.4mm pitch사이에서는 유의차가 없었다.
4.재생된 골조직의 나사산내 골양은 BES와 AOS가 TS보다 유의성 있게 큰 값
을 나타냈고(p<0.05),0.6mm pitch와 0.4mm pitch사이에서는 유의차가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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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의 결과에서 BES나 AOS가 TS보다 골유도 재생에 유리하며,BES와 AOS
의 0.4mm pitch가 0.6mm pitch보다 수직적 골유도 재생에 있어서 더 유리한 디자
인이라고 여겨진다.

핵심 되는 말 :::골유도 재생술,pitch,turnedsurface,blasting& etchingsurface,
anodicoxidationsurface,조직형태학적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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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치치과과과용용용 임임임플플플란란란트트트의의의 나나나사사사산산산 거거거리리리와와와 표표표면면면처처처리리리가가가
골골골유유유도도도 재재재생생생에에에 미미미치치치는는는 영영영향향향

연연연세세세대대대학학학교교교 대대대학학학원원원 치치치의의의학학학과과과

(((지지지도도도 한한한 종종종 현현현 교교교수수수)))

장장장 재재재 승승승

ⅠⅠⅠ...서서서 론론론

풍부한 골조직은 성공적인 임플란트를 위한 필수요건이다.Lekholm등은 임플란
트의 성공적인 예후를 얻기 위해서 임플란트 주변에 최소 1mm이상의 골조직이
있어야 한다고 하였다1.그러나 골조직의 양이 임플란트와 같거나 부족하다면 임
플란트를 식립하지 못하거나 식립 후에도 열개나 천공이 발생할 것이다.이러한
골조직의 부족은 연조직에 기계적인 자극을 가할 뿐 아니라 임플란트의 유지력과
예후에 나쁜 결과를 초래한다.좁은 치조정의 경우 이상적인 위치에 임플란트가
식립되지 못하므로 비심미적인 결과를 초래한다2.치조능이 좁고 얇은 부위 또는
하치조관,이신경,상악동과 같은 부위에 해부학적 구조물에 의한 제약으로 적절한
길이와 직경의 임플란트를 식립하지 못하게 되는 경우도 있다.그래서 이상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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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플란트 치료를 위해서는 골조직 증대술이 필요하다.자가골,동종골,이종골,합
성골등을 이용하여 충분한 골조직의 부피를 형성하여 이상적인 위치에 임플란트
를 식립 할 수 있다.다양한 골조직 증대술 가운데 불충분한 골양이 있을 경우 선
택할 수 있는 치료방법은 차폐막을 사용하는 골유도 재생술이다.골결손 부위에
위치한 차폐막은 인접 골조직으로부터의 세포가 차폐막 아래에 공간으로 응집하
고 차폐막 아래 공간에 골조직을 생성한다.이런 차폐막을 이용한 여러가지 골이
식 방법은 성공적인 치조정 증대 방법이라고 보고되고 있다3.그리고 이렇게 재생
된 골조직이 임플란트에 반응하는 것은 기존의 골조직이 임플란트에 반응하는 것
과 유사하다4.Lundgren등과 Koichi등은 흡수성 차폐막을 이용한 것보다 충분한
강도를 가진 비흡수성 차폐막을 이용하는 것이 골유도 재생술시 수직적,수평적으
로 더 많은 양의 재생골을 얻을 수 있다고 하였다5.이상적인 골이식재의 요건은
골형성을 자극하는 골유도 능력과 osteogenic potential을 가진 세포와 혈관이
ingrowth될 수 있는 scaffold로서의 골전도 능력이 있어야 한다6,7.이러한 요건은
자가골 이식 단독 또는 이종골과 혼합에 의해서 적절하게 이루어진다.자가골 이
식은 block또는 particulated형태로 사용되어 진다.Particulated골이식재의 전체
면적이 block이식재보다 크기 때문에 particulated골이식은 골이식재 주변에 재
혈관화와 이식 후 초기단계에서 성장인자와 분화인자 분비가 더 활발히 이루어져
서 골조직 형성에 유리하다8.
임플란트의 디자인과 표면형태는 골조직의 치유와 골개조에 많은 영향을 미친

다9.임플란트 표면의 재질과 형태는 세포적 활동성과 골조직과의 접촉률에 영향
을 준다10,11.다양한 표면을 가진 임플란트의 거칠기는 임플란트 주위 골조직 치유
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거친 표면을 가진 임플란트는 골조직과의 접촉률 또한 높
게 나타난다고 보고되고 있다12.임플란트 표면의 생기계학적(biomechanical)표면
처리 방법 중 blasting& etching과 anodicoxidation의 표면처리 방법이 많이 사
용되고 있다13.Abrahamsson등은 성견에서 sandblastingandacidetching표면이
평활한 표면보다 골유착 정도가 더 우수하다고 보고하였다14.Ivannoff등은 human
study에서 oxide표면과 평활한 표면의 조직학적 평가에서 oxide표면이 평활한
표면보다 골조직과의 골접촉률이 더 우수한 결과를 보였고 이것은 표면이 거칠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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록 골조직과의 반응이 더 우수해서라고 하였다15.
골유도 재생술시 임플란트 표면과 골조직 반응에 대한 연구가 많이 이루어지는

반면 임플란트의 macrostructure인 디자인에 관한 연구는 많이 부족하다.이에 본
연구에서는 나사산 거리가 0.6mm와 0.4mm을 가지는 turnedsurface,blasting&
etchingsurface,anodicoxidationsurface의 임플란트를 제작하였고 가토를 대상
으로 임플란트 주위에 골유도 재생술을 시행하여 골조직 반응을 조직형태학적으
로 연구하고자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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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ⅡⅡ...연연연구구구 재재재료료료 및및및 방방방법법법

111...실실실험험험 재재재료료료
몸무게 3-4Kg의 15개월 된 뉴질랜드산 가토 10마리를 사용하였다.가토는 2주

일간 실험실에서 순화기간을 거쳤다.가토들은 각각 분리되어 유지되었고 표준화
된 먹이를 제공하였다.길이 10mm,직경 3.5mm의 타이타늄 GradeⅣ 임플란트
(WarantecCo.,Seoul,Korea)를 장축을 중심으로 반쪽은 나사산 거리가 0.6mm
pitch,나머지 반쪽은 나사산 거리가 0.4mm pitch로 제작하였다.이렇게 제작된 임
플란트를 turnedsurface(TS),blasting& etchingsurface(BES),anodicoxidation
surface(AOS)로 표면처리 하였다.TS는 선반 가공한 그대로 사용하였고,BES는
Al2O3입자를 사용하여 blasting처리한 후 황산과 염산으로 표면 거칠기를 조절
하였고,AOS는 calcium acetatemonohydrate와 calcium glycerophosphate를 전해
질로 사용하여 임플란트에 300V의 직류전압을 가하여 산화 피막을 형성하여 표면
에 다공성을 부여하였다.골유도 재생을 위해 titanium chamber를 제작하였는데
hat모양의 내부지름 7.5mm,높이 4mm로 타이타늄 원통형 차폐막을 덮개나사와
함께 제작하였고 차폐막 고정을 위해 고정나사를 제작하였다.

222...실실실험험험 방방방법법법
50mg/ml의 염산케타민(ketalar,YuhanCo.,Seoul,Korea)2ml/kg을 가토에 근

육 주사하여 전신마취를 유도한 후 epinephrine(1:100,000)이 포함된 2% lidocaine
HCl(YuhanCo.,Seoul,Korea)로 국소마취를 시행하였다.모든 수술과정은 무균
상태에서 시행하였다.골유도 재생술의 이식재 채취를 위하여 가토 두개골의 시상
봉합(sagittalsuture)부위에 약 5cm 가량 절개 하고 골막의 판막을 형성하였다.
직경 6mm trephinebur와 chisel을 이용하여 시상봉합 양측으로 4개의 원판형 피
질골을 채취하였다.채취 후 시술 부위는 흡수성 봉합사로 근막을 견사로 피부 봉
합을 하였다.그리고 경골에 피부 절개 후 근막 및 골막의 판막을 형성하여 근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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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골을 노출 시킨 후 근위 경골의 전내측부에 임플란트를 식립하였다.생리식염수
관주하에 1.5mm,2.8mm twistdrill로 골삭제를 시행한 후 경골에서 상방 4mm가
노출되도록 임플란트를 식립하였고,임플란트 주위에 fissure bur를 이용하여
decortication하였다.타이타늄 차폐막을 노출된 임플란트 주위에 위치시키고 고
정나사로 고정하였다.두개골에서 채취한 피질골을 bone-miller로 분쇄시키고
calcium-phosphate coated deproteinated bovine bone인 Biocera®(Oscotec Co.,
Cheonan,Korea)와 혼합하여 임플란트의 측면과 차폐막 사이 2mm 공간에 응축하
였다.차폐막의 봉인을 위하여 임플란트 내부에 덮게 나사를 고정 하였다.차폐막
과 차폐막의 거리는 조직시편 제작을 위해 1mm 이상의 간격을 두고 시술하였다.
이식 후 골막과 근막은 흡수성 봉합사로,피부는 견사로 봉합하였다.감염방지를
위해서 1일 250mg의 Cefazolin(YuhanCo.,Seoul,Korea)을 일주일 동안 근주 하
였다.세 종류의 임플란트를 무작위로 선출하여 좌,우측 경골에 각각 2개의 임플란
트를 식립하여 총 4개의 임플란트를 한마리 가토에 식립하였다.

333...동동동물물물 희희희생생생
12주 경과 후 50mg/ml의 염산케타민(ketalar,Yuhan Co.,Seoul,Korea)

2ml/kg을 가토에 근육 주사하여 전신마취를 유도하고 귀 정맥에 공기를 주입하여
희생시킨 후 근막,골막을 제거하고 경골을 적출하여 5% glutaraldehyde와 4%
formaldehyde혼합용액에서 고정하였다.

444...시시시편편편 제제제작작작
모든 임플란트 시편은 비탈회 표본으로 제작되었다.표본은 70% 알코올부터

90%, 95%, 100%까지 단계적으로 탈수과정을 거친 후 methyl
methacrylate(TechnovitVLC 7200,Kulzer,Germany)에 고정하고,트리밍 후 유
리 슬라이드에 접착용 메틸메타크릴레이트(Technovit VLC 7200, Kulzer,
Germany)을 이용하여 부착하였다.부착된 표본을 다이아몬드 saw(Exakt,Exakt
TechnologiesInc,OK,USA)을 이용하여 절단하였다.모든 표본은 사포를 이용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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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 50㎛ 두께로 최종 연마되었으며 Hematoxylin& Eosin염색을 하였다.

555...시시시편편편 관관관찰찰찰
시편은 광학현미경(Leica, Wetlar,Germany)을 이용하여 1.25배와 40배로 확대

관찰하여 디지털 영상으로 옮긴 후,영상 분석 소프트웨어인 Kappaimagebase
controlprogram(Kappaopto-electronicsGmbh,Germany)을 이용하여 측정하였
다.재생된 골조직은 임플란트 top부위에서 4mm 하방을 기준선으로 정하여 측정
하였다.재생된 골조직에서는 재생된 골조직의 수직높이,재생된 골조직의 폭경,
재생된 골조직의 나사선과의 골접촉률(bonetoimplantcontactratio),나사산의
골(valley)내부 면적을 측정하고 그 안에 위치한 골조직의 면적을 구하여 백분율
로 산출한 골양(bonevolumeratio)을 측정하였다.10마리의 가토 중 사육기간 동
안 1마리가 폐사 되었고 1마리는 한쪽 다리가 부러졌으며 1마리의 가토는 양쪽
다리에서 차폐막이 노출되어 염증소견을 보였다.나머지 가토에서는 다른 부작용
이 관찰되지 않았다.부작용이 발생한 시편은 측정에서 제외되었고,시편분석으로
TS,BES,AOS각각 10개의 시편이 사용되었다.

Fig.1.Schematicdrawingdepictingassessedhistomorphometricparameters.
RL:referenceline,VH:verticalheightofregenerated bone,W:width of
regeneratedbo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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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66...통통통계계계 분분분석석석
측정된 수치에 대하여 SPSSprogram을 이용하여 통계처리 하였다.모든 측정

항목에 대해 평균값 및 표준편차를 산출 하였다.각 표면처리의 비교분석은 95%
유의 수준에서 ANOVA test를 시행하였고 Bonferronitest로 사후검정을 하였다.
각 표면의 나사산 거리에 따른 비교 분석은 95% 유의 수준에서 pairedT-test를
시행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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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ⅢⅢ...결결결과과과

삼각형 형태의 경골 상부 피질골에 임플란트가 식립되었고 타이타늄 차폐막과
임플란트 사이 공간에 골이식재가 관찰되었다.골이식재가 scaffold로서 골전도 역
할을 하여 골세포가 새로운 골조직을 생성하는 것을 관찰할 수 있었다.이렇게 재
생된 골조직은 임플란트 주위에서 많이 관찰되고 있었다.

111...재재재생생생된된된 골골골조조조직직직의의의 수수수직직직높높높이이이
재생된 골조직의 수직높이의 측정결과는 0.6mm pitch를 가지는 TS가 0.40mm,

0.6mm pitch를 가지는 BES가 0.73mm,0.6mm pitch를 가지는 AOS가 0.68mm
그리고 0.4mm pitch를 가지는 TS가 0.44mm,0.4mm pitch를 가지는 BES가
1.10mm,0.4mm pitch를 가지는 AOS가 1.08mm를 보였다.0.6mm pitch와 0.4mm
pitch모두에서 표면처리간 유의차를 보였다(P<0.05).BES와 AOS는 0.6mm pitch
와 0.4mm pitch사이에서도 유의차를 보였다(P<0.05).TS에서는 0.6mm pitch와
0.4mm pitch사이의 유의차는 없었으나 0.4mm pitch에서 다소 높은 값을 보였다
(Table1,Fig.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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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1.Verticalheightofregeneratedbone(Unit:mm)

Turned Blasting&Etching Anodicoxidation
0.6mm pitch   0.40

a 
(±0.09)  0.73

b 
(±0.18)  0.68

b 
(±0.17)

0.4mm pitch   0.44
a 

(±0.08)  1.10
*b 

(±0.43)  1.08
*b

(±0.35)

a,b:Statisticallysignificantdifferencebetweencolumn(p<0.05).
*:Statisticallysignificantdifferencebetweenrow(p<0.05).

mm

Fig.2. Verticalheightofregeneratedbo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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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2...재재재생생생된된된 골골골조조조직직직의의의 폭폭폭경경경
재생된 골조직의 폭경의 측정결과는 0.6mm pitch를 가지는 TS가 0.42mm,

0.6mm pitch를 가지는 BES가 0.62mm, 0.6mm pitch를 가지는 AOS가 0.64mm
그리고 0.4mm pitch를 가지는 TS가 0.48mm,0.4mm pitch를 가지는 BES가
0.71mm,0.4mm pitch를 가지는 AOS가 0.76mm를 보였다.0.6mm pitch과 0.4mm
pitch모두에서 표면처리간 유의차를 보였다(P<0.05).TS,BES,AOS 모두에서
0.6mm pitch와 0.4mm pitch사이의 유의차는 나타나지 않았다(Table2,Fig.3).

Table2.Widthofregeneratedbone(Unit:mm)
Turned Blasting&Etching Anodicoxidation

0.6mm pitch  0.42
a
(±0.14)  0.62

b
(±0.15)  0.64

b
(±0.19)

0.4mm pitch  0.48
a
(±0.09)  0.71

b
(±0.14)  0.76

b
(±0.11)

a,b:Statisticallysignificantdifferencebetweencolumn(p<0.05).

0

0.5

1

Turned Blasting&Etching Anodic oxidation

0.6mm pitch

0.4mm pitch

mm

Fig.3. Widthofregeneratedbo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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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3...재재재생생생된된된 골골골조조조직직직의의의 골골골접접접촐촐촐률률률
재생된 골조직의 골접촉률의 측정결과는 0.6mm pitch를 가지는 TS가  35.04%,

0.6mm pitch를 가지는 BES가 69.64%,0.6mm pitch를 가지는 AOS가 63.92%
그리고 0.4mm pitch를 가지는 TS가 46.52%,0.4mm pitch를 가지는 BES가
70.71%,0.4mm pitch를 가지는 AOS가 68.97%를 보였다.0.6mm pitch과 0.4mm
pitch모두에서 표면처리간 유의차를 보였다(P<0.05).TS,BES,AOS 모두에서
0.4mm pitch가 다소 높게 나타났으나 0.6mm pitch와 0.4mm pitch사이의 유의차
는 나타나지 않았다(Table3,Fig.4).

Table3.Bonetoimplantcontactatregeneratedbone(Unit:%)

Turned Blasting&Etching Anodicoxidation
0.6mm pitch 35.04

a
(±15.17) 69.64

b
(±12.45) 63.92

b
(±14.68)

0.4mm pitch 46.52
a 

(±9.62) 70.71
b 

(±4.10) 68.97
b
(±16.82)

a,b:Statisticallysignificantdifferencebetweencolumn(p<0.05).

Fig.4. Bonetoimplantcontactatregeneratedbon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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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4...재재재생생생된된된 골골골조조조직직직의의의 나나나사사사산산산내내내 골골골양양양
재생된 골조직의 골양의 측정결과는 0.6mm pitch를 가지는 TS는 57.42%,

0.6mm pitch를 가지는 BES는 73.65%,0.6mm pitch를 가지는 AOS는 71.2%
그리고 0.4mm pitch 를 가지는 TS는 59.02%,0.4mm pitch를 가지는 BES는
74.2%,0.6mm pitch 를 가지는 AOS에서는 76.04%를 보였다.0.6mm pitch과
0.4mm pitch모두에서 표면처리간 유의차를 보였다(P<0.05).TS,BES,AOS모두
에서 0.6mm pitch와 0.4mm pitch 사이의 유의차는 나타나지 않았다(Table4,
Fig.5).

Table4.Bonevolumeinthreadsatregeneratedbone(Unit:%)

Turned Blasting&Etching Anodicoxidation
0.6mm pitch 57.42

a
(±7.77) 73.65

b
 (±7.47) 71.20

b
 (±5.52)

0.4mm pitch 59.02
a
(±7.86) 74.20

b
(±10.14) 76.04

b
(±4.97)

a,b:Statisticallysignificantdifferencebetweencolumn(p<0.05).

Fig.4. Bonevolumeinthreadsatregeneratedbon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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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ⅣⅣ...고고고찰찰찰

오랜 기간 동안 기능적이며 심미적인 성공을 얻기 위해서는 임플란트 주위에
충분한 골조직이 필요하다.그러나 임상가들은 높이와 폭이 부족한 치조골에 임플
란트를 식립하는 경우를 많이 겪게 된다.수직적,수평적 골조직의 부족은 임플란
트 실패의 가장 중요한 요인이 될 수 있다.골결손 부위에 임플란트가 부절하게
식립되면 emergence profile, crown shape, embrasure space, physiologic
bucco-lingualrelationships,estheticsandimplant-supportedprosthesisfuction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17,18.이를 해결하는 방법인 골유도 재생술은 임플란트 주위의
골조직을 증대 시키는데 이용되고 있다.새로운 골조직의 재생은 두가지 원리로
이루어진다.첫째는 조직유도 재생을 위한 차폐막의 사용이고 둘째는 골유도와
골전도 역할의 이식재의 사용이다. 골유도 재생술의 원리는 차페막이 세포의 이
동을 위해 공간을 유지하는 것이므로 차폐막이 파괴되면 실패를 초래하게 된다.
그래서 차폐막은 이식재를 유지할 수 있어야한다19,20.
Lundgren등은 타이타늄 임플란트에 particulated자가골을 이용해 골유도 재생

술을 시행한 결과 차폐막이 있는 경우가 차폐막이 없는 경우보다 골재생이 더 많
음을 보고하였다21.Akiboneem은 zerowalldefects에서 차폐막을 사용한 실험군이
차단막을 사용하지 않은 대조군보다 골조직의 형성이 더 많음을 보고하였다22.토
끼와 실험용 쥐의 두개골에 hat-like모양의 타이타늄 차폐막이 재생골로 채워져
기존의 골조직보다 수직적으로 3-4mm이상 증대된 결과가 보고 되기도 하였다
23-25.Koichi등은 흡수성 차폐막보다 충분히 견고함을 가진 비흡수성 차폐막이 골
유도 재생시 이상적인 골조직의 높이와 폭을 얻을 수 있다고 하였다26.
Albrektsson등은 bonegrowthchamber가 재생된 골조직을 평가하는 유용한 방법
이라고 하였다27.이에 본 실험에서도 titanium chamber를 차폐막으로 사용하여
골유도 재생시 재생된 골조직을 평가하였다.
골유도 재생술시 이식재는 자가골,동종골,이종골,합성골을 사용한다.자가골이

goldstandard로 사용되나 채취의 한계점을 가지고 있어 동종골,이종골,합성골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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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사용하고 있다.Buser등은 자가골이 자가골 자체내 골형성 유도인자를 함유하
고 있어 간엽세포가 골형성 세포로 전환할 수 있다고 하였다28.자가골 이식은
blockbone과 particulatedbone을 이용할 수 있다.이중 particulatedbone이 더
선호되는데 particulatedbone이 blockbone보다 더 큰 면적을 가지고 있어 이식재
주변에 재혈관화가 활발히 일어나고 초기에 이식재에서 성장 인자와 분화 인자가
더욱 많이 분화되기 때문이다.또한 osteoclasticactivitye도 촉진되기 때문에 골흡
수도 많이 일어나게 된다8. 본 실험에서도 두개골에서 채취한 피질골을
particulated시켜 골유도 재생을 한 결과 많은 particulatedbone이 흡수된 것을 관
찰할 수 있었다. Shanaman등은 이종골이 scaffold을 형성해 골전도
(osseoconductive)를 유도하여 골조직 형성에 우수한 결과를 보고하였다29.Hellem
등은 자가골과 이종골인 bovinebone을 혼합하여 골유도 재생을 시행하여 성공적
인 결과를 보고하였다30.본 연구에서도 자가골과 bovinebone으로 골조직 재생을
유도하였는데 자가골은 자가골의 골성장 인자가 골형성을 촉진하였고,bovine
bone은 scaffold역할을 하여 bovinebone주위 골세포들이 새로운 골조직을 생성
하도록 유도하였다.재생된 골조직은 대부분 임플란트 주위에서만 관찰되었는데
이것은 골재생 능력이 부족한 zerowall골결손 부위에서 골유도 재생술을 시행한
결과라고 생각된다.
골결손 부위 임플란트 골유착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임플란트 표면과 디자인이

다.임플란트의 골유착은 주변의 골조직으로부터 임플란트로의 골성장과 주변 골
조직의 골성장 세포가 임플란트 표면에서 골형성을 하는 경우가 있다.평활한 표
면의 임플란트는 침착성(appositional)골성장에 의한 골유착을 보이며 거친 표면
의 임플란트는 임플란트 표면의 골세포에 의해 골생성이 이루어지는 것을 알 수
있다31.또한 임플란트 표면적이 증가는 biomechanicalbone-implantbonding을 향
상시키고 불규칙한 임플란트 표면은 임플란트와 인접한 골세포에 영향을 주어서
세포 분화와 세포증식을 증가시킬 수 있다32.Osteocalcin과 같은 골성장에 관련된
인자도 거친 표면에서 더 증가 된다고 보고되고 있다33.Wilke등과 Buser등의 연
구에서 거친 표면의 임플란트가 평활한 표면의 임플란트 보다 더 높은 removal
torque를 보였고 조직학적으로도 거친 표면의 임플란트에서 더 높은 골접촉률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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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였다34,35.이것은 in-vitro나 in-vivo의 실험에서도 거친 표면이 osteoblast의
adhesion,differentiation,extracellularmatrixproduction능력이 더 좋은 것으로
입증되었다36-38.Koichi등은 골결손 부위의 골유도 재생술 연구에서 HA 거친 표면
의 임플란트가 평활한 표면의 임플란트보다 더 높은 골접률을 보인다고 보고하였
다26.본 연구에서도 BES와 AOS가 TS보다 재생된 골조직의 수직높이,재생된 골
조직의 폭경,재생된 골조직의 골접촉률,재생된 골조직의 나사선내 골양이 높음을
관찰할 수 있었다.
임플란트의 표면에 대한 연구들이 많이 이루어지는 가운데 BES와 AOS는 그

대표적인 방법이다.BES방법은 임플란트 표면에 abrasive를 분사하여 거친 표면
을 형성하고 산부식을 통해 거칠기 정도를 조절하는 방법이다.Blasting처리후
산부식하는 방법으로 소개된 것 중 대표적인 것이 SLA(SandblastLargegrit
Acidetching)표면으로 이런 SLA 표면은 임플란트의 골유착을 더욱 향상시키고
골치유 기간을 줄일 수 있어 식립 6주 후에 조기 부하가 가능하다고 보고되었다39.
본 연구에서 사용한 BES 방법은 SLA 표면과 유사한 방법으로 산화알루미늄을
임플란트 표면에 분사처리 후 산처리하였다.이렇게 표면처리 된 BES가 TS보다
재생된 골조직의 수직높이,재생된 골조직의 폭경,재생된 골조직의 골접촉률,재
생된 골조직의 나사선내 골양에서 모두 골조직과 우수한 반응을 보였다.Anodic
oxidation방법은 전해질 중에서 전기를 통하면 양극에서 titanium 표면이 산화되
어 표면에 산화막이 증가하는 원리를 이용한 것이다.본 연구 사용한 AOS방법은
전해질로 calcium acetatemonohydrate와 calcium glycerophosphate를 사용하였
다.Ivannoff등은 humanstudy에서 oxide표면과 평활한 표면의 임플란트 표면을
조직학적으로 평가하였는데 oxide표면이 평활한 표면보다 골조직과의 반응이 더
우수하다고 보고하였다15.Rocci등은 oxidation표면처리된 TiUnite임플란트는 골
조직과 성공적인 골접촉도를 보인다고 결론내리고 즉시 임플란트와 골질이 좋지
않은 골조직에서 유용할 것이라고 주장하였다40.Salata등은 골결손 부위에서는 평
활한 표면의 임플란트보다 oxidation임플란트에서 골조직과 임플란트의 안정성이
더 빠르게 발전하다고 제안하였다.이것은 oxidation임플란트 방향으로의 골형성
이 골기질과 임플란트 표면 사이에 더욱더 안정된 연결구조에 의해 촉진되기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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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이라고 보고 하였다41.본 연구에서도 AOS가 TS보다 재생된 골조직의 수직높
이,재생된 골조직의 폭경,재생된 골조직의 골접촉률,재생된 골조직의 나사선내
골양에서 모두 골조직과 우수한 반응을 보였다.
임플란트 표면과 골조직의 반응에 대한 연구가 많이 이루어지는 반면 임플란트

의 macrostructure인 디자인에 관한 연구는 많이 부족하다.Rasmusson등은 골결
손 부위에 골재생을 유도하는 연구에서 microthread를 가지는 TiO-blastedAstra
임플란트가 macrothread를 가지는 Branemark임플란트보다 재생된 골조직의 높
이와 골조직과의 접촉률에서 더 높은 결과를 보고하였다16.서로 다른 임플란트 디
자인을 가지는 임플란트에 관한 연구이지만 다른 표면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디
자인의 따른 골조직의 반응으로 결론 내리기에는 한계가 있다.골조직의 치유는
골결손 부위의 크기에 따라 다르게 나타난다.골결손 부위가 0.2mm이하인 경우는
골결손 부위가 lamellarbone으로 재생되고,0.2mm에서 0.5mm사이의 골결손은 결
손부위를 연결시키는 woven bone의 trabecular network가 형성되고 결국
trabeculae사이의 공간이 lamellarbone으로 대체된다.0.5mm이상의 골결손은 결
손부위를 연결시키는 직접적인 골형성은 일어나지 않고 결합조직이 존재하게 된
다고 Schenk등은 보고하였다42.본 연구에서도 BES와 AOS의 0.6mm pitch보다
0.4mm pitch가 재생된 골조직의 수직높이가 더 크게 나타났다.이것은 0.6mm
pitch보다 0.4mm pitch가 woven bone의 trabecular network에 의한 bone
ingrowth가 용이한 디자인이라고 생각된다.기존의 논문들은 골조직 재생이 우수
한 환경에서 임플란트의 표면과 디자인을 비교하였지만 본 연구에서는 임상적으
로 자주 접하는 골조직 재생 능력이 부족한 zerowall골결손 부위에서 골조직 재
생을 유도하여 임플란트의 표면과 디자인에 따른 결과를 얻었기에 큰 의의가 있
다.앞으로 직접적인 하중에서 임플란트의 디자인과 표면처리가 골유도 재생에 미
치는 영향에 대한 추가적인 연구가 필요하리라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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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ⅤⅤ...결결결 론론론
골유도 재생술시 임플란트 주위에 골조직의 반응은 나사산 거리와 표면에 따라

다르게 나타났다.재생된 골조직의 수직높이는 BES와 AOS가 TS보다 유의성 있
게 큰 값을 보였고,BES와 AOS의 0.4mm pitch가 0.6mm pitch보다 유의성 있게
큰 값을 보였다.재생된 골조직의 폭경은 BES와 AOS가 TS보다 유의성 있게 큰
값을 나타냈고,0.6mm pitch와 0.4mm pitch사이에서는 유의차가 없었다.재생된
골조직의 골접촉률에서는 BES와 AOS가 TS보다 유의성 있게 큰 값을 보였고
0.6mm pitch과 0.4mm pitch사이에서는 유의차가 없었다.재생된 골조직의 나사
산내 골양은 BES와 AOS가 TS보다 유의성 있게 큰 값을 나타냈고,0.6mm pitch
와 0.4mm pitch 사이에서는 유의차가 없었다.이상의 결과에서 BES나 AOS가
TS보다 골유도 재생에 유리하며,BES와 AOS의 0.4mm pitch가 0.6mm pitch보다
수직적 골유도 재생에 있어서 더 유리한 디자인이라고 여겨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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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사사진진진부부부도도도 설설설명명명

사사사진진진부부부도도도 111...실험에 사용된 임플란트
TS:turnedsurface,BES:blasting& etchingsurface
AOS:anodicoxidationsurface

사사사진진진부부부도도도 222...골유도 재생술을 위한 titanium chamber
hat-like원통형 차폐막,고정나사,덮게나사

사사사진진진부부부도도도 333...골이식을 위한 공여부위
가토의 두개골 시상봉합 양쪽으로 trephinedrill로 채취

사사사진진진부부부도도도 444...경골에 임플란트 식립 후 골유도 재생술을 시행한 임상소견
사사사진진진부부부도도도 555...골유도 재생술 12주 후 조직학적 소견(40배율)

임플란트 주위에 골이식재가 골형성을 유도하고 있다.
사사사진진진부부부도도도 666...Turnedsurface의 조직학적 소견(1.25배율)

재생된 골조직의 수직높이와 폭경에서 0.4mm pitch와
0.6mm pitch가 유사하게 관찰된다.

사사사진진진부부부도도도 777...Blasting& etchingsurface의 조직학적 소견(1.25배율)
재생된 골조직의 수직높이는 0.6mm pitch보다 0.4mm pitch가 높게
관찰되나 폭경은 0.4mm pitch와 0.6mm pitch가 유사하게 관찰된다.

사사사진진진부부부도도도 888...Anodicoxidationsurface의 조직학적 소견(1.25배율)
재생된 골조직의 수직높이는 0.6mm pitch보다 0.4mm pitch가 높게
관찰되나 폭경은 0.4mm pitch와 0.6mm pitch가 유사하게 관찰된다.

사사사진진진부부부도도도 999...0.6mm pitch의 조직학적 소견(40배율)
TS보다 BES,AOS에서 재생된 골조직의 골접촉률이 높고
골양이 풍부함을 관찰할 수 있다.

사사사진진진부부부도도도 111000...0.4mm pitch의 조직학적 소견(40배율)
TS보다 BES,AOS에서 재생된 골조직의 골접촉률이 높고
골양이 풍부함을 관찰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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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사사진진진부부부도도도

사사사진진진부부부도도도 111... 사사사진진진부부부도도도 222...

사사사진진진부부부도도도 555...

사사사진진진부부부도도도 444...사사사진진진부부부도도도 3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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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사사진진진부부부도도도 666... 사사사진진진부부부도도도 777...

사사사진진진부부부도도도 8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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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istomorphometricEvaluationofDesignsand
SurfacesInfluencingtheHealingofGuidedBone

RegenerationaroundImplants

Jae-SeungChang,DDS

DepartmentofProsthodontics,GraduateSchool,
YonseiUniversity

(DirectedbyProfessorChong-HyunHan,DDS,MSD,PhD)

Designandsurfacefeaturehaveshownaninfluenceonthebonehealingand
remodeling aroundimplants.Thepurposeofthisinvestigationwastostudy
theresponseofdifferentimplantdesignsandsurfacesinfluencingthehealing
ofguidedboneregenerationaroundimplants.
All the implants were custom-manufactured with turned surface(TS),

blasting& etchingsurface(BES)andanodicoxidationsurface(AOS)had0.6mm
pitchofhalfpartand0.4mm pitchofotherhalfpart.Theywereaugmented
withtitanium chamberandparticulatedbone(autogenous& bovinebone).After
12weekshealing,theresponseofguidedboneregenerationaroundimplants
wasevaluated with histomorphometricanalysis.Thefollowing resultswere
observed.

1.Verticalheightofregenerated boneatBES and AOS wassignificantly
higherthanTS andverticalheightofregeneratedboneat0.4mm pitchwit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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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ESorAOS wassignificanthigherthanthe0.6mm pitch(p<0.05).
2.WidthofregeneratedboneatBESandAOSwassignificantlyhigherthan
TS(p<0.05),butnosignificantdifferencewasobtainedbetween0.6mm pitch
and0.4mm pitch.
3.BonetoimplantcontactatBES andAOS wassignificantly higherthan
TS(p<0.05),butnosignificantdifferencewasobtainedbetween0.6mm pitch
and0.4mm pitch.
4.Bonevolumein threadsatBES andAOS wassignificantly higherthan
TS(p<0.05),butnosignificantdifferencewasobtainedbetween0.6mm pitch
and0.4mm pitch.

BES and AOS showed ahigherdegreeofverticalheightofregenerated
bone,widthofregeneratedbone,bonetoimplantcontactofregeneratedbone,
bonevolumeinthreadsofregeneratedbonecomparedwiththeturnedsurface.
Thefindingsofthisstudyimplythat0.4mm pitchdesignwithBESandAOS
resultedinahigherdegreeatverticalingrowthofregeneratedbonecompared
with0.6mm pitchdesign.

kkkeeeyyy wwwooorrrdddsss :::guided bone regeneration,pitch,turned surface,blasting &
etchingsurface,anodicoxidationsurface,histomorphometri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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