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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 문 요 약

토끼 경골에서 hydroxyapatite 코팅의 면적에 따른 임프란트의 

뒤틀림 제거력 및 조직계측학적 분석

연구목적: 본 연구에서는 HA 코팅의 면적에 따른 뒤틀림 제거력 측정치의 변

화와 코팅된 표면에 대한 골의 반응, HA와 티타늄 계면에 대한 조직계측학적 분

석을 시행하고자 하 다.

연구방법: 체중 2.5-3.5㎏ 내외의 10마리의 수컷 토끼를 실험동물로 하여 

직경 3.5㎜, 육각형 상부구조(hexagonal top)의 길이가 2㎜, 나사(screw)의 길

이가 6㎜인 임프란트를 토끼의 경골에 식립하 다. 실험군은 모두 3군으로 나

누어 대조군으로는 아무런 표면처리를 하지 않고 절삭된 상태 그대로 하 고, 

실험 제1군은 hydroxyapatite를 50㎛의 두께로 나사의 표면에 띠 (band)의 형

태로, 실험 제2군은 hydroxyapatite를 50㎛의 두께로 나사의 전체면에 걸쳐 코

팅하여 HA 코팅의 면적에 변화를 주었다. 임프란트 식립 수술 8주 경과 후, 토

끼를 희생한 후 각 군당 7개의 매식체에 대해서 경골 부위에 식립된 임프란트

를 노출시키고 뒤틀림 제거력 측정기구에 고정체의 육각형 머리(hexgonal 

top)를 연결한 후 골에서 임프란트가 분리될 때까지 제거력(torque)을 점진적

으로 증가시켜 최고 제거력(peak torque) 수치를 기록하 으며 각 군당 5개의 

매식체에 대해서는 조직 표본을 제작하 다. 골-임프란트 접촉률과 나사산 사

이 골면적 비율을 피질골, 해면골을 나누어서 측정하 으며 전체적인 접촉률과 

골면적 비율도 산출하 다. 분산분석(ANOVA)과 Kruskal Wallis test를 이용

하여 통계처리를 하 으며 뒤틀림 제거력 관찰과 골접촉률 모두 p<0.05 수준

에서 통계학적 유의정도를 비교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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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1. 뒤틀림 제거력 측정 결과 Hydroxyapatite(HA) 코팅 면적이 넓을수록 높

은 RTV를 가졌으며 모든 군 사이에서 통계학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

으로 나타났다(p<0.05).

2. 골-임프란트 접촉률 측정 결과 피질골에서는 두 실험군이 대조군에 비

해 통계학적으로 유의하게 높은 접촉률을 보 으며 해면골에서의 접촉률과 전

체적인 접촉률은 실험 제2군이 대조군에 비해 통계학적으로 유의하게 높은 것

으로 나타났다(p<0.05). 모든 군에서 피질골이 해면골에 비해 통계학적으로 유

의하게 높은 접촉률을 보 다(p<0.05).

3. 나사산 사이의 골면적 비율은 모든 골질에 대해 HA 코팅의 비율이 높

아질수록 증가하 으나 통계학적인 유의차는 없었다. 모든 군에서 피질골이 해

면골에 비해 통계학적으로 유의하게 높은 골면적 비율을 보 다(p<0.05).

이상의 결과로 보아, HA 코팅의 면적이 넓어질수록 높은 뒤틀림 제거력으

로 임프란트의 고정을 안정화시키고 피질골 뿐만 아니라 해면골에서도 골-임

프란트 접촉률을 증진시키는 것으로 사료된다.

핵심되는 말: 토끼 경골, 뒤틀림 제거력, 골-임프란트 접촉률, 나사산 사이 

골면적 비율, Hydroxyapatite 코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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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끼 경골에서 hydroxyapatite 코팅의 면적에 따른 임프란트의 

뒤틀림 제거력과 조직계측학적 분석

<지도교수 조규성>

연세대학교 대학원 치의학과

문 상 권

I. 서론

Brånemark 등(1969)이 골유착의 개념을 최초로 소개하 다. 골유착은 처음에

는 광학현미경하에서 관찰되는 '살아있는 골과 부하를 받는 임프란트 표면 사이의 

직접적인 구조적, 기능적 연결'(Brånemark et al., 1985)로 정의되었으나 머지않아 

'기능적 부하 하에서 유지되는 골과 합성물질 사이의 임상적으로 증상이 없는 견

고한 고정'이라는 좀 더 임상적인 정의가 부여되었다(Zarb et al., 1991). 생체조직

과 인공적인 재료 사이에 형성되는 역동적 계면에 대한 생물학적인 이해가 깊어

짐에 따라 임프란트 기술은 지속적으로 발전하고 있는 상황이다. 

여러 금속이 존재하지만 티타늄(Ti)과 그 합금들이 현재 치과용 임프란트의 골

내에 삽입되는 부분에서 최고의 재료로 인식되고 있다. 티타늄은 안정된 산화막을 

통해 생체와 상호작용을 나타내는데, 이 산화막이 탁월한 생체적합성의 근간을 이

룬다(Pilliar et al., 1986; Lautenschlager et al., 1993). 티타늄은 공기에 노출되면 

거의 즉시(10-9 sec) 산화막을 생성하기 시작하고 그 두께는 1초 내에 2-10㎚에 

이르게 된다(Ducheyne, 1988; Donley et al., 1991). 티타늄 산화막의 높은 불활성, 

조절된 두께, 빠른 형성, 손상된 경우 즉시 수복되는 능력, 화학적 자극에의 저항, 

화학 반응에서의 촉매 활성, 그리고 골과 유사한 탄성계수로 인해 티타늄은 최고

의 골내 매식물 재료로 여겨지고 있다(Parr et al., 1985; Kasemo et al., 1985). 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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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막의 상태, 주로 화학적 순도와 표면의 청결함이 골유착의 결과에 지대한 향

을 미치게 된다(Albrektsson et al., 1981; Baier et al., 1984). 

Hydroxyapatite(HA), tricalcium phosphate, 바이오그라스(bioglass)는 흔히 사

용되는 생활성(bioactive)세라믹이고 이들은 골과 점착적인(cohesive) 화학적 결합

을 이루게 된다(Wataha, 1996; Lacefield, 1998; Hench et al., 1984). HA는 임프란

트 전체를 구성할 수도 있고, 금속에 코팅된 형태로 적용될 수도 있지만, 낮은 굽

힘 강도로 인해 치과용 임프란트에서는 전체적인 사용에 비해 코팅이 선호된다. 

코팅의 목표는 금속 중심부와 코팅 사이에 강한 부착을 얻는데 있다. HA 코팅된 

임프란트는 임상적으로 중요한 가치를 지닌다. 화학적 조성이 골과 유사하며 절삭

형 표면에 비해 5배의 표면적을 가지고, 그 거칠기 또한 절삭형 표면에 비해 2-8

배 더 거친 것으로 나타났다(Hayashi et al., 1992). 이런 거친 표면으로 인해 장기

적으로는 더 높은 실패의 위험성이 보고 되기도 하 다. 1992년 Johnson이 HA 코

팅된 임프란트와 연관된 문제점을 언급하 으며, Wheeler(1996)는 8년 동안 시행

된 연구를 통해 TPS 임프란트의 생존률이 92.7%인 반면 HA 코팅된 임프란트의 

생존률은 77.8%라고 보고하 다. HA 코팅된 임프란트에서는 또한 코팅된 표면의 

흡수 혹은 분리가 나타나며, 이러한 코팅의 분해는 많은 논쟁을 야기하고 있다

(Lozada et al., 1993). Liao 등(1997)과 한 등(1993)은 임프란트 주위에서 분리된 

HA를 발견하 으며 이로 인해 조직학적으로 염증 소견이 있음을 발견하 다. 

Darimont 등(2002)은 골과 접촉하지 않은 부위에서 HA 코팅의 두께가 감소함을 

발견하 다. 이와 같은 단점에도 불구하고 임상적으로는 골질이 좋지 않은 Ⅲ, Ⅳ 

형 골질, 발치와나 상악동 골이식술이 시행된 부위에서 HA 코팅된 임프란트가 사

용되고 있다(Darimont et al., 2002).

본 연구에서는 HA 코팅의 면적에 따른 뒤틀림 제거력 측정치의 변화와 코팅

된 표면에 대한 골의 반응, HA와 티타늄 계면에 대한 다소의 지견을 조직계측학

적 분석을 통해 얻었기에, 이에 보고하는 바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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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  실험재료 및 방법

1. 실험 동물 

체중 2.5-3.5㎏ 내외의 10마리의 웅성 토끼를 실험동물로 하 다. 모두 건강한 

상태 으며, 실험 토끼들은 실험기간 동안 한 마리씩 각각 다른 우리에서 사육되

었다. 변화된 환경에 대한 1주간의 적응기간을 갖게 한 후 실험을 시작하 으며, 

표준화된 실험 사육용 사료를 사용하 다. 모든 실험동물은 연세대학교 임상의학

연구센터에 의한 관리를 따랐다.

2. 실험 재료 

본 실험에 사용된 임프란트는 직경 3.5㎜, 육각형 상부구조(hexagonal top)의 

길이가 2㎜, 나사(screw)의 길이가 6㎜인 형태로 순수 티타늄을 절삭 가공하여 제

작하 다. 절삭형 임프란트와 더불어 일부는 HA 코팅을 전체 표면에 걸쳐 시행하

고, 나머지는 HA 코팅을 띠(band) 형태로 시행하여, 매식체의 상부와 하부에만 

HA가 코팅되게 하 다(Figure 1). 코팅의 두께는 50㎛로 실시하 다.

3. 실험군 설정 

실험군은 모두 3군으로 나누어 대조군으로는 아무런 표면처리를 하지 않고 절

삭된 임프란트를 사용하 고, 실험 제1군은 HA를 50㎛의 두께로 나사의 표면에 

띠(band)의 형태로, 실험 제2군은 HA를 50㎛의 두께로 나사의 전체면에 걸쳐 코

팅 처리한 임프란트를 사용하 다. 코팅은 플라즈마 분사 방식(plasma spray 

technique)으로 시행하 다. 10마리의 토끼 중 4마리에서는 한 마리당 3개의 매식

체가 식립되었으며 나머지 6마리에서는 한 마리당 4개의 매식체가 식립되어서 총 

36개의 매식체(각 군당 12개)가 식립 되었다. 각 군이 식립될 위치는 임의로 정해

졌다. 실험군 설정 및 각 실험군의 수는 다음과 같다(Tabl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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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Number of samples used in each group for removal torque 

measurement and histometric analysis.

Control Exp. 1 Exp. 2

Removal Torque 

Value
7 7 7

Histometric 

Analysis
5 5 5

4. 실험방법 

수술은 Atropine* 0.05㎎/㎏을 피하주사하고, Rompun
Ⓡ†  4㎎/㎏을 정맥주사하

여 전신마취를 유도한 후 시행하 으며, 수술부위에는 에피네프린(1:100,000)이 포

함된 2% 염산 리도케인‡을 이용한 국소마취를 추가로 실시하 다. 수술 전 거즈

에 적신 요오드와 70% 에탄올의 혼합액을 사용해서 피부에 대한 소독을 실시하

으며 이후 수술은 무균적 조건에서 실시하 다. 

토끼의 경골 부위에 피부 절개 후 근막 및 골막의 판막을 형성하여 경골의 내

측 기시부위를 노출시킨 후 임프란트 식립은 경골 측면의 평평한 면에 실시하

다. 생리식염수의 관주 하에 점진적인 골삭제를 실시해서 3.5㎜의 매식체가 식립

될 수 있도록 하 다. 이후 탶(tap)을 사용한 태핑(tapping)을 통해 매식체의 식립

을 용이하게 하 다. 임프란트는 한 쪽의 피질골만을 관통하도록 하 다(Figure 

2).

식립 후 골막과 근막에 대한 봉합을 흡수성 봉합사
§
로 우선 실시한 후 피부에 

대한 봉합도 역시 흡수성 봉합사로 실시하 다. 수술 후 3일 동안 항생제를 투여

했으며, 7일 후 피부 봉합에 대한 발사를 시행하 다.

* Kwangmyung Parm. Co., Ltd, Seoul, Korea

† Bayer Korea Ltd. Seoul, Korea

‡ Yuhan Corporation. Seoul, Korea

§ 5-0 VicrylⓇ Ethicon Ltd. Edinburgh, Scotland, U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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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평가방법 

가. 뒤틀림 제거력(removal torque) 측정 

임프란트 식립 수술 8주 경과 후, 토끼를 희생시켰다. 피부 절개 후 근막, 골막

을 이용한 판막을 형성하여 경골 부위에 식립된 임프란트를 노출시키고 뒤틀림 

제거력 측정기구*에 고정체의 육각형 머리(hexgonal top)를 연결한 후 골에서 임

프란트가 분리되는 힘을 측정하 다(Figure 3). 골 증식이 육각형 머리 부위 상방

까지 일어난 경우에는 과증식된 골을 조심스럽게 제거한 후 상기한 방식으로 힘

을 측정하 다. 각 군당 7개의 매식체에 대해서 임프란트와 골 사이에서 분리가 

일어날 때까지 제거력(torque)을 점진적으로 증가시켜 최고 제거력(peak torque) 

수치를 기록하 다. 

나. 조직 표본 제작 

희생된 토끼의 경골을 절단한 후 10% 중성포르말린액에 담구어 고정시켰다. 

각 군당 5개의 매식체에 대해서 조직 표본을 제작하 다. 24시간의 간격을 두고 

70%부터 시작해서 90%, 95%, 100%로 알콜의 농도를 증가시키면서 탈수를 시행

한 후 xylene과 methyl-methacrylate 레진을 사용한 포매를 실시하 다. 마지막으

로 benzoyl peroxide를 첨가하고 절단 및 연마장치를 이용하여 최종적으로 두께 

50㎛의 표본을 만들고 toluidine blue, basic fuchsin과 alizarin red 5를 사용한 

Paragon 염색법으로 염색한 후 광학 현미경으로 조직 소견을 관찰하 다.

다. 조직계측학적 분석 

조직계측학적 분석은 현미경†과 연결된 컴퓨터를 통해 실시되었으며, 상분

석소프트웨어‡를 이용하 다. 광학 현미경에 CCD 카메라를 부착하여 상저장장

치로 컴퓨터와 연결하여 조직의 현미경상을 디지털 상으로 컴퓨터 화면상에 나

*Lorenz Messtechnik GmbH Type GM-70, Obere Schloßstraße 131, 73553 Alfdorf, Deutschland

† Olympus BX50, Olympus Optical Co., Tokyo, Japan

‡ Image-Pro Plus
Ⓡ
, Media Cybernetics, Silver Spring, M.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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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나도록 한 후, 상분석소프트웨어를 사용하여 정량 계측하고자 하 다. 모든 측

정은 대안렌즈 배율 10×, 대물렌즈 배율 2× 하에서 실시되었다. 정확한 골 접촉의 

측정을 위해 필요한 경우 고배율의 대물렌즈로 교체 후 조직 표본에 대한 관찰을 

실시하 다.

골-임프란트 접촉률은 다음과 같이 구하 다.

골-임프란트 접촉률 =
나사와 접촉하고 있는 골의 길이

 × 100
임프란트 측면의 나사선 길이

이와 같은 방법으로 피질골(cortical bone), 해면골(marrow bone) 각각에서의 

골-임프란트 접촉률 및 전체적인 골-임프란트 접촉률을 구하 다(Figure 4).

임프란트 나사산과 나사산의 정점을 연결하는 선과 나사산의 사면 그리고 임

프란트 몸체에 의해 경계 지어지는 부위의 면적을 구한 후(나사산과 나사산 사이

의 면적) 해당하는 부위에 존재하는 골의 면적(나사산과 나사산 사이의 골면적)을 

구해서 그 비율로 나사산 사이의 골면적 비율을 산출하 다(Figure 4).

나사산 사이의 골면적 비율은 다음과 같이 구하 다.

      골면적 비율 =
나사산과 나사산 사이의 골면적

 × 100
나사산과 나사산 사이의 면적

골-임프란트 접촉률의 측정에서와 마찬가지로 피질골, 해면골, 그리고 전체 골

에 대해 골면적 비율을 산출하 다.

라. 통계처리 

분산분석(ANOVA post hoc)을 이용하여 통계처리를 하 으며 뒤틀림 제거력 

관찰, 골접촉률, 골면적 비율을 모두 p<0.05 수준에서 통계학적 유의정도를 비교하

다. t-test를 사용해서 같은 군내에서의 피질골과 해면골 사이의 골-임프란트 접

촉률과 나사산 사이의 골면적 비율의 차이를 비교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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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4. Morphometry of ground sections. For each thread, the length from 

A to B along the fixture surface was measured first(d), and then the length in 

contact with bone was measured next(a+b+c), bone to implant contact was 

calculated as {(a+b+c)/d}×100. For each thread, the area of the triangular 

region defined by an imaginary line connecting A and B(dotted line) and the 

fixture surface is measured first(Af). The area of bone inside the triangular 

region is calculated next(Ab). Percentage of bone area inside threads was 

calculated as (Ab/Af)×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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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I.  연구 결과

1. 뒤틀림 제거력(Removal Torque) 측정 실험 

뒤틀림 제거력 측정치(Removal Torque Value, RTV)는 대조군, 실험 제1군, 

실험 제2군이 각각 9.36 ± 5.64 N㎝, 48.40 ± 16.66 N㎝, 82.37 ± 22.56 N㎝로 나

타났다(Table 2). Hydroxyapatite(HA)의 양이 증가함에 따라 RTV가 증가하는 양

상을 보 으며 각 군 사이에서 통계학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p<0.05).

Table 2. Removal Torque Measured in Ncm.

Removal Torque Measured in Ncm

Control Exp. 1 Exp. 2

R.T.V 9.36 ± 5.64 48.40 ± 16.66† 82.37 ± 22.56†‡

†
: Statistically different from control group(p<0.05).
‡
: Statistically different from experimental 1 group(p<0.05).

2. 조직학적 소견

모든 군에서 대부분의 골-임프란트 사이의 접촉은 피질골에서 나타났다(Figure 

5, 6a, 7). 피질골과 해면골 모두 절삭형 표면에 비해 HA 표면에서 더 접한 골-

임프란트 접촉이 관찰되었다(Figure 8a, 8b, 9a, 9b). 직접적인 골 접촉이 일어나지 

않는 계면에서는 결합조직이 관찰되었다(Figure 8a). 해면골에서는 HA 코팅된 부

위에서 두드러진 골형성을 보이는 부분이 더 많이 관찰되었다(Figure 6b). HA 코

팅과 골과의 계면은 긴 한 결합을 보인 반면, 이에 반해 임프란트 몸체와 HA 코

팅 사이에는 뚜렷한 경계를 나타내는 빈 공간이 존재하기도 하 고, 일부에서는 

임프란트 몸체에 얇은 두께의 HA가 잔존하기도 하 다(Figure 10a, 10b). 염증세

포의 침윤은 관찰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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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조직계측학적 분석 

가. 피질골에서의 골-임프란트 접촉률

피질골에서의 골-임프란트 접촉률은 대조군, 실험 제1군, 실험 제2군에 대해 

각각 38.94 ± 10.89 %, 66.90 ± 14.13 %, 73.00 ± 19.37 %로 나타났으며, 두 실험

군과 대조군 사이에서 통계학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p<0.05)(Table 3).

나. 해면골에서의 골-임프란트 접촉률

해면골에서의 골-임프란트 접촉률은 대조군, 실험 제1군, 실험 제2군에서 각각 

8.30 ± 5.38 %, 14.59 ± 5.91 %, 18.54 ± 11.76 %로 나타났으며, 대조군과 실험 제

2군 사이에 통계학적인 유의차가 나타났다(p<0.05). 피질골과 해면골에서의 골-임

프란트 접촉률을 비교한 결과 모든 군에서 통계학적으로 유의하게 피질골에서 높

은 골-임프란트 접촉률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p<0.05)(Table 3).

다. 전체적인 골-임프란트 접촉률

전체적인 골-임프란트 접촉률을 측정한 결과 대조군, 실험 제1군, 실험 제2군

에 대해 각각 22.40 ± 10.1 %, 31.19 ± 7.5 %, 41.41 ± 12.2 %로 나타났으며, 대조

군과 실험 제2군 사이에서 통계학적인 유의차가 나타났다(p<0.05)(Table 3).

Table 3. Bone to Implant Contact(%).

Bone to Implant Contact(%)

Cortical bone Marrow Bone Total

Control 38.94 ± 10.89
‡

8.30 ± 5.38 22.40 ± 10.07

Exp. 1 66.90 ± 14.13†‡ 14.59 ± 5.91 31.19 ± 7.50

Exp. 2 73.00 ± 19.37
†‡

18.54 ± 11.76
†

41.41 ± 12.16
†

†
: Statistically different from Control group(p<0.05).
‡
: Statistically different from Marrow bone(p<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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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피질골에서의 나사산 사이의 골면적 비율

피질골에서의 나사산 사이의 골면적의 비율을 측정한 결과 대조군, 실험 제1군, 

실험 제2군에서 각각 53.68 ± 7.25 %, 55.19 ± 13.19 %, 57.04 ± 13.27 %로 나타

났으며, HA 코팅 비율이 높아질수록 증가하는 경향을 보 으나 통계학적으로 유

의한 차이는 없었다(Table 4).

마. 해면골에서의 나사산 사이의 골면적 비율

해면골에서의 나사산 사이의 골면적 비율은 대조군, 실험 제1군, 실험 제2군에

서 각각 12.34 ± 14.61 %, 17.56 ± 20.04 %, 20.26 ± 12.83 %로 나타났으며, 피질

골에서와 같이 통계학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피질골과 해면골에

서의 골면적 비율을 비교한 결과 모든 군에서 통계학적으로 유의하게 피질골에서 

높은 골면적 비율을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p<0.05)(Table 4).

바. 전체적인 나사산 사이의 골면적 비율

전체적인 나사산 사이의 골면적 비율 측정치는 대조군, 실험 제1군, 실험 제2군

에 대해 각각 30.30 ± 12.46 %, 31.57 ± 15.15 %, 34.25 ± 12.56 %로 나타났으며, 

역시 통계학적으로 유의한 차이는 나타나지 않았다(Table 4).

Table 4. Percentage of Bone Area Inside Threads(%).

Percentage of Bone Area Inside Threads(%)

Cortical bone Marrow bone Total

Control 53.68 ± 7.25
†
 12.34 ± 14.61 30.30 ± 12.46

Exp. 1 55.19 ± 13.19
†

17.56 ± 20.04 31.57 ± 15.15

Exp. 2 57.04 ± 13.27
†

20.26 ± 12.83 34.25 ± 12.56

†
: Statistically different from Marrow Bone(p<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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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V. 고찰

임프란트와 골 사이의 계면을 평가하기 위해 사용되는 방법에는 크게 생역학

적 검사와 조직계측학적 분석이 있다. 생역학적 검사 중 대표적인 것이 뒤틀림 제

거력(Removal Torque Value, RTV) 측정인데, 여러 실험(Johansson et al. 1987; 

Carlsson et al., 1988; Bolind et al., 1989) 및 임상 연구 결과(Tjellstrom et al., 

1988) RTV의 측정은 높은 재현성을 보여주었으며 이는 나사형 임프란트의 비교

나 연구를 위해 RTV의 측정이 유용한 정보를 제공함을 의미한다. RTV는 임프란

트 표면의 구조, 임프란트의 기하학적 변이, 계면조직의 구조, 주위골의 골질에 따

라 향을 받게 되며 실험에 사용된 동물, 임프란트의 길이나 직경, 식립 후 치유

기간에 따라 차이가 많이 나타나게 된다. 부가적으로, 초기고정(Wennerberg et 

al., 1998), 임프란트 표면의 청결도와 소독 정도(Baier et al., 1988) 등도 향을 

미치는 요소이다. 조직계측학적 분석을 위해 연구가들은 골-임프란트 접촉을 '총 

임프란트 길이'에 대한 비율이나 3개의 연속된 '최상의 나사선'에서의 길이의 비

율로 분석한다(Wennerberg et al., 1996b). 골질, 피질골과 해면골 사이의 비율, 그

리고 임프란트의 길이에 따라 '총 임프란트' 길이와 '3개의 최상의 나사선' 길이

에 대해 분석을 시행한 경우 사이에서 상당한 차이가 존재할 수 있다(Sennerby, 

1992).

본 연구에서는 HA 코팅의 면적을 달리한 3종류의 임프란트에서의 RTV와 골-

임프란트 접촉률, 나사산 사이의 골면적 비율을 비교하 다. 절삭형 표면의 임프란

트를 대조군으로 설정했으며 실험 제1군은 HA 코팅을 띠(band) 형태로, 실험 제2

군은 HA 코팅을 전체 표면에 대해서 실시하여 HA 코팅의 면적에 변화를 주었다. 

실험에서 사용된 코팅의 두께 50㎛는 현재 상업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임프란트의 

HA 코팅 두께가 보통 50-70㎛인 것으로 보고한 Gross 등(1998), Tufekci 등

(1997)의 연구를 근거로 하 다. DeGroot 등(1987)에 의하면 플라즈마 분사 방식

(plasma spray technique)으로 얻어지는 50㎛ 정도의 코팅 두께가 적절한 코팅의 

강도를 부여하고 in vivo 상에서 기질로부터의 금속 이온의 유리를 방지하는 것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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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나타났다. 

RTV는 실험 제2군, 실험 제1군, 대조군의 순서로 크게 나타났으며 각 군 사이

에서 유의차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p<0.05). 이전에 실시된 여러 실험에서도 표

면처리된 임프란트에서 더 강한 고정이 보고 되었다(Gotfredsen et al., 1992; 

Ericsson et al., 1994; Wennerberg et al., 1997, 1998). 토끼의 경골에 식립된 절삭

형 3.75 × 6 ㎜ 나사형 임프란트에 TiO2나 Al2O3를 분사(blasting)한 경우의 RTV

가 각각 24.9, 26.5 N㎝ 다(Wennerberg et al., 1996a).

골-임프란트 접촉률을 피질골, 해면골에 대해 따로 측정하 으며 또한 골질의 

구별없이 전체에 걸쳐서 측정하 다. 우선, 피질골에서의 골-임프란트 접촉률을 

살펴보면 대조군에 비해 HA 코팅이 시행된 실험 제1군과 실험 제2군에서 통계학

적으로 유의하게 높은 접촉률을 보이고 있다(p<0.05). 해면골에서는 가장 넓은 면

적으로 HA 코팅이 시행된 실험 제2군에서 대조군에 비해 통계학적으로 유의하게 

높은 접촉률을 보이고 있다(p<0.05). 골질의 구별없이 전체에 걸쳐서 측정한 결과

도 실험 제2군에서 통계학적으로 유의하게 높은 접촉률이 관찰되었다(p<0.05). 이

전에 실시된 연구에 의하면 절삭형, sandblasted, 플라즈마 분사(plasma-sprayed) 

티타늄 표면에 비해 HA로 코팅 처리된 임프란트에서 더 높은 직접적 골 접촉이 

관찰되었으며, Block 등(1989)도 HA로 코팅된 임프란트에서 grit-blasted 임프란

트에 비해서 높은 골-임프란트 접촉률을 관찰하 다. Darimont 등(2002)이 HA 코

팅된 임프란트와 TPS 코팅된 임프란트의 피질골과 해면골에서의 골-임프란트 접

촉률을 비교한 결과 HA 코팅된 임프란트가 특히 피질골에서 골과 더 긴 한 접

촉을 이루고 있다고 보고하 다(Darimont et al., 2002). 본 실험에서도 피질골과 

해면골 사이의 접촉률을 분석한 결과, 각 군에서 피질골에서 통계학적으로 유의하

게 높은 골-임프란트 접촉이 피질골에서 일어나는 것으로 관찰되었다.

골접촉률과 RTV 사이에 상관관계가 있음이 Johansson 등(1987)에 의해서 보

고 되었다. 본 실험에서도 역시 높은 골-임프란트 접촉률을 보이는 실험 제2군에

서 가장 높은 RTV가 나타났다. 강한 결합을 보이는 피질골과 접촉하고 있는 HA

의 면적이 실험 제2군, 실험 제1군, 대조군의 순으로 감소하기 때문에 RTV에서 

차이가 있었던 것으로 여겨진다. 해면골에서는 HA로 코팅된 부분에서 부분적으로 



- 13 -

골과 접촉하는 부분이 더 많이 관찰되었으며 이는 해면골에서의 실험 제1군과 실

험 제2군의 높은 골-임프란트 접촉률을 설명한다. 피질골에서의 강한 결합과 해면

골에서의 더 높은 골접촉으로 인해 결과적으로 HA로 코팅된 임프란트에서는 높

은 RTV와 골-임프란트 접촉이 나타난 것으로 여겨진다.

나사산과 나사산의 정점을 연결하는 선과 임프란트의 나사산의 사면 그리고 

임프란트 몸체에 의해 경계지어지는 부위의 면적을 구한 후 해당하는 부위에 존

재하는 골의 면적을 구해서 그 비율로 나사산 사이의 골면적 비율을 산출하 다. 

골-임프란트 접촉률의 측정에서와 마찬가지로 피질골, 해면골, 그리고 전체 골에 

대해 골면적 비율을 산출하 다. 그 결과 피질골과 해면골 모두 각 군 사이에서 

유의차가 나타나지 않았지만, 모든 군에서 해면골보다 피질골에서 통계학적으로 

유의하게 높은 골면적 비율이 관찰되었다(p<0.05). 주목할 사실은 비슷한 골면적 

비율에도 불구하고 HA 코팅된 군에서 더 높은 골-임프란트 접촉률이 나타났다는 

점이다. Iamoni 등(1999)은 실험을 통해 HA 코팅이 이루어진 부분에서는 임프란

트와 임프란트 주위골에서 동시에 조골세포의 활성이 일어나 더 빠른 골유착이 

일어나는 반면, 코팅이 이루어지지 않은 임프란트에서는 조골세포의 활성이 임프

란트 주위골에서만 일어나는 것을 관찰하 다. 이와 같은 HA의 특징으로 인해 안

정화가 조기에 일어나고 섬유 조직의 개재 없이 골과의 접촉이 더 긴 하게 나타

나게 된다(Darimont et al. 2002). 이로 인해 임상적으로는 골질이 좋지 않은 Ⅲ, 

Ⅳ형 골질, 발치와나 상악동 골이식술이 시행된 부위에서 우선적으로 선택되어질 

수 있다(Darimont et al., 2002).

HA 코팅과 골과의 계면은 긴 한 결합을 보 는데 이에 반해 임프란트 몸체

와 HA 코팅 사이에는 뚜렷한 경계를 나타내는 빈 공간이 존재하기도 하 다. 이

는 이전의 김 등(1993)이 HA 코팅된 임프란트를 사용한 실험에서 나타난 결과와 

일치하며 또한 Cook 등(1987)과 DeGroot 등(1987)이 이전에 실시한 연구에서  

HA 코팅과 금속간의 강도가 HA와 골간의 결합에 비해 약하다는 이론과 일치한

다. 하지만 Piattelli 등(1993)의 연구에서는 HA 코팅과 티타늄면 사이의 분리는 

artifact로서 조직표본 제작 과정에서의 결과로 보고하 다. 이 등(1993)의 연구에

서는 분리된 티타늄면에서 얇은 두께의 HA가 존재하는 것을 발견하고 이를 HA



- 14 -

와 티타늄간의 결합의 문제라기보다는 HA 자체의 파절에 의한 문제일 수도 있음

을 보고하 다. 본 실험에서도 일부에서 임프란트 몸체에 얇은 두께의 HA가 존재

하는 파절이 나타나는 부위가 관찰되었다. 현재 HA를 코팅하는 방법으로 플라즈

마 분사 방식(plasma spray technique)(Kay et al. 1988, Ducheyne et al. 1988, Ji 

et al. 1992, Park et al. 1998), sputtering(VanDijk et al. 1996, Liu et al. 1997), 

polymer-assisted(Brendel et al. 1992) dipping(Li et al. 1996), sol-gel 

processing(Russel et al. 1996), electrophretic deposition(Duchyne et al. 1986, 

Kim et al. 1992), hot isostatic pressing(Hero et al. 1994) 등이 있으나 그 어떤 

방법도 만족스러운 코팅을 형성하지는 못하고 있다. Ergun 등(2003)은 HA와 티타

늄이 화학적으로 결합을 이룬다고 하 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플라즈마 분사 방식

으로 HA가 코팅된 경우 균열이 나타나거나 계면에서의 결합이 약한 것은 HA와 

티타늄 사이의 열팽창계수의 차이에 의한 응력에 기인한다고 하 다(Zheng et al., 

2000, Ergun et al., 2003). 이 응력을 해소하기 위해 Zheng 등(2000)은 HA 코팅시 

Ti 분말을 첨가하는 HA/Ti composite 코팅을 시도하 고 그 결과 계면에서의 결

합력이 유의하게 증가함을 발견하 다. 따라서, HA와 티타늄 사이의 열팽창계수

의 차이를 줄이는 것이 성공적인 코팅을 위해 해결되어야 할 과제이다.

본 연구를 통해 HA 코팅의 면적이 증가함에 따라 RTV가 증가하며 골-임프란

트 접촉률 또한, 피질골과 해멸골 모두에서 증가함을 발견하 다. 하지만, HA와 

임프란트 몸체 사이의 약한 결합이 문제가 될 수 있음을 확인하 다. 최근에는 다

양한 방법으로 표면처리를 시행한 임프란트가 많이 있지만 골질이 좋지 않아 적

절한 초기고정(initial stability)의 획득이 어려운 상황에서는 HA로 코팅된 임프란

트가 적절히 사용될 수 있다. 본 실험에서는 임프란트에 부하가 가해지지 않았고 

또한 임프란트가 외부로 노출되지 않았기 때문에 실제로 임상에서 기능하는 임프

란트와는 다른 환경에서 실험이 진행되었다는 한계점이 있지만 이에 대한 보완을 

통해 다양한 임상 환경을 반 하며, 강한 HA-티타늄 결합을 얻을 수 있는 방법을 

추후의 연구를 통해 찾는 노력은 계속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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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 결론

대조군, 실험 제1군, 실험 제2군 임프란트를 토끼의 경골에 식립하고 8주의 치

유기간 경과 후 뒤틀림 제거력(removal torque value, RTV)과 조직계측학적 분석

을 통한 골-임프란트 접촉률(bone to implant contact) 및 나사산 사이의 골면적 

비율(percentage of bone area inside threads)을 측정하여 다음과 같은 결과를 얻

었다.

1. 뒤틀림 제거력 측정 결과 Hydroxyapatite(HA) 코팅 면적이 넓을수록 높은 

RTV를 가졌으며 모든 군 사이에서 통계학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

타났다(p<0.05).

2. 골-임프란트 접촉률 측정 결과 피질골에서는 두 실험군이 대조군에 비해 통

계학적으로 유의하게 높은 접촉률을 보 으며 해면골에서의 접촉률과 전체적인 

접촉률은 실험 제2군이 대조군에 비해 통계학적으로 유의하게 높은 것으로 나타

났다(p<0.05). 모든 군에서 피질골이 해면골에 비해 통계학적으로 유의하게 높은 

접촉률을 보 다(p<0.05).

3. 나사산 사이의 골면적 비율은 모든 골질에 대해 HA 코팅의 비율이 높아질

수록 증가하 으나 통계학적인 유의차는 없었다. 모든 군에서 피질골이 해면골에 

비해 통계학적으로 유의하게 높은 골면적 비율을 보 다(p<0.05).

이상의 결과로 보아, HA 코팅의 면적이 넓어질수록 높은 뒤틀림 제거력으로 

임프란트의 고정을 안정화시키고 피질골 뿐만 아니라 해면골에서도 골-임프란트 

접촉률을 증진시키는 것으로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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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부도

Figure 1. Implants used in this study. From left to right, smooth 

surface(control), HA coated throughout the surface(group 2), and HA coated in 

band form(group 1).

Figure 2. Two implants placed in the tibia.

Figure 3. Device used to measure the removal torqu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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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5. Photomicrograph of control implant.(×20) Most of the bone to 

implant contact took place in the cortical bone.

          

Figure 6a, 6b. Photomicrograph of group 1 implant. Note the distinct bone 

formation in the apical area on the HA coated portion(white box).(×20) Higher 

magnification of the area on the right(×100). 



- 24 -

Figure 7. Photomicrograph of group 2 implant. More direct bone to implant 

contact can be observed in the cortical bone.(×20)

   

Figure 8a, 8b. In cortical bone, smooth surface(left) shows less direct 

contact compared to HA coated surface(right). Connective tissue lining between 

the bone and the fixture surface can be observed where there is no direct 

contact.(×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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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9a, 9b. In marrow bone, less bone to implant contact is observed on 

smooth surface(left) compared to HA coated surface(right).(×100)

 

Figure 10a, 10b. Crack whenever present, was found either within the HA 

coated area(left), or between the implant body and the HA coating(right), but 

never between the bone-HA coating interface.(×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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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Removal Torque Value and Histometric Evaluation of Implants 

with Various Area of Hydroxyapatite Coating Placed in the 

Rabbit Tibia  

Sang-Kwon Moon, D.D.S.

Department of Dental Science

The Graduate School, Yonsei University

(Directed by Prof. Kyoo-Sung Cho, D.D.S., M.S.D., Ph.D.)

Background: This study presents a biomechanical and histometric 

comparison of bone response to implants with various area of  

hydroxyapatite(HA) coating.

Methods: The implants were placed in the tibia of 10 rabbits weighing 

2.5-3.5㎏. The control group had a machined surface, the experimental 

group 1 had 50㎛ thick HA coated in a band form, and the experimental 

group 2 had 50㎛ thick HA coated on the entire surface. 8 weeks after 

implantation, the animals were sacrificed. Removal torque was measured 

and histologic preparation was also performed for histologic and histometric 

analysis. Bone to implant contact as well as percentage of bone area inside 

threads were measured. ANOVA post hoc, and t-test were used for 

statistical analysis with p-value p<0.05.

Results:

1. The removal torques were 9.36 ± 5.64 N㎝, 48.40 ± 16.66 N㎝, and 

82.37 ± 22.56  N㎝ for the control, exp. 1, and exp. 2 group respective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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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atistically significant difference were found among all the groups(p<0.05).

2. Bone to implant contact in the cortical bone were 38.94 ± 10.89 %, 

66.90 ± 14.13 %, 73.00 ± 19.37 %, in the marrow bone, 8.30 ± 5.38 %, 14.59 

± 5.91 %, 18.54 ± 11.76 %, and in total, 22.40 ± 10.07 %, 31.19 ± 7.50 %, 

41.41 ± 12.16 % for the control, exp.1, and exp. 2 group respectively . In 

the cortical bone, exp. 1, and exp. 2 group showed statistically significantly 

higher contact compared to control group. Total contact and in the marrow 

bone, only exp. 2 group showed statistically significantly higher contact 

compared to control group(p<0.05). In all the groups significantly higher 

contact were observed in the cortical bone compared to the marrow 

bone(p<0.05).

3. Percentage of bone area inside threads in the cortical bone were 55.68 

± 7.25 %, 55.19 ± 13.19 %, 57.04 ± 13.27 %, in the marrow bone, 12.34 ± 

14.61 %, 17.56 ± 20.04 %, 20.26 ± 12.83 %, and in total, 30.30 ± 12.46 %, 

31.57 ± 15.15 %, 34.25 ± 12.56 % for the control, exp.1, and exp. 2 group 

respectively. There was no statistical difference among the groups. In all 

the groups significantly higher bone area were observed in the cortical 

bone compared to the marrow bone(p<0.05).

Keyword: Rabbit tibia, Romoval torque, Bone-to-implant contact, 

Percentage of bone area inside threads, Hydroxyapatite coatin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