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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요약 

미니 스크류 임플란트에  

교정력을 적용하는 시점에 따른 효과 

 

 

교정치료시 사용되는 미니 스크류 임플란트는 비교적 빠른 시간내에 

교정력을 부여하기 때문에 식립 후 초기안정이 중요하다. 그러나 미니 

스크류 임플란트의 안정을 얻기 위해서 미니 스크류 임프란트 식립 후에 

어느 정도의 치유기간이 필요한가에 대한 연구가 없어 임상적인 경험으로 

매식 후 일정기간이 지난 후 초기교정력을 가하는 것이 현실이다. 

임플란트에 대한 초기 교정력은 골의 형성 및 융합을 방해할 수 있다는 

의견이 있는 반면에 임상에서 매식 후 즉시 힘을 가하는 경우에도 훌륭한 

고정원으로써의 역할을 관찰하였기에 이를 비교할 수 있는 연구가 

필요하다고 본다. 본 실험은 성견(beagle dog) 네마리를 이용하여 

상,하악의 협측골에 미니 스크류 임플란트를 30 개를 매식한 후 이 중 

좌측은 매식 직후 즉시 교정력(200-250gm)을 12 주간 가하고 우측은 

매식 후 2 주간의 치유기간을 가진 후 동일한 교정력을  12 주간 

지속적으로 가한 후에 두 군과 대조군을 비교하여 각 군간의 조직학적인 

측면에서 골과 미니 스크류 임플란트의 접촉률과 실험기간동안 미니 

스크류 임플란트의 동요도의 변화를 Periotest®를 이용하여 측정하여 

다음과 같은 결과를 얻었다. 

 

1. 미니 스크류 임플란트와 골과의 접촉률은 대조군에서 57.2± 

35.4%, 즉시 실험군에서 72.3±16.3%, 지연실험군에서 66.5±

21.7%을 나타냈으며 각 군간의 유의차는 보이지 않았다. 

(p>0.05) 

2. 동요도 변화가 대조군은 7.5±4.2, 즉시 실험군은 9.1± 5.7, 지

연 실험군은 9.0±5.8를 보였으며 각 군간의 유의차는 보이지 않

았다. (p>0.05) 

3. 임플란트의 식립위치에 따른 골접촉률과 동요도 변화에서 상악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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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는 72.8±26.4%의 골접촉률과 7.6±2.9의 동요도 변화를 나

타내었으며 하악에서는 52.7±19.6%의 골접촉률과 11.0±6.6의 

동요도 변화를 나타내어 미니 스크류 임플란트의 식립위치가 미

니 스크류 임플란트의 접촉률과 동요도의 변화에 있어 영향을 주

지 못하였다. (p>0.05) 

4. 대조군에 비하여 두 실험군에서 골개조 양상이 활발하였으며 모

든 군에서 이물 반응은 관찰할 수 없었다. 

 

본 실험을 통해 즉시실험군, 지연실험군, 대조군간에 골과 미니 스크류 

임플란트간의 접촉률과 동요도 변화량에 유의성 있는 차이가 없었다.  

이는 매식 후 미니 스크류 임플란트에 즉시 교정력을 가하여도 미니 

스크류 임플란트와 주변 골사이의 골유착 현상에 큰 영향을 주지 

못한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것이다. 따라서 교정력에 필요한 범위 내에서 

임상의사는 미니 스크류 임플란트를 매식한 후에 즉시 교정력을 적용할 

수 있으며 초기부터 고정원을 사용하여 치료에 응용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핵심되는말: 미니 스크류 임플란트, 접촉률, 동요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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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니 스크류 임플란트에  

교정력을 적용하는 시점에 따른 효과 

    

(지도교수  박 영 철) 

      연세대학교 대학원 치의학과 

     

조 재 형 

 

I. 서론 

 

치과 보철영역에서 사용는 임플란트의 지속적인 발전함과 함꼐 수년 전

부터 교정치료 영역에서도 구강내 고정원으로 임플란트를 적용하기 시작

했으며 여러 선학들에 의해 연구가 이루어져 왔다. 이러한 구강내 기저골

과 안면골에서 치아이동에 요구되는 고정원을 얻어내는 방법의 체계를 골

내고정원이라 하며 그 종류로 골유착성 임플란트, 미니 스크류  임플란트, 

온플란트, 협골(zygoma) 와이어, 미니플레이트 등이 있다. 

이러한 다양한 형태의 임플란트는 각각의 경우마다 적용될 수 있는 적

응증이 있으며 술식 마다 장단점이 있다. 일반적으로 

Roberts(1989,1990), Turley(1988), Wehrbein(1988), Higuchi와 

Slack(1991) 등에 의해 소개된 결손된 치아 부위에 치아를 대체하기 위

해서 사용되는 골유착성 임플란트는 골유착을 위해서 수개월의 기간이 필

요하며 적용과 제거의 술식이 번거롭고 적용부위가 제한되어있으며 경제

적인 면에서도 제한 요소가 많이 있어 교정치료 중 일반적인 고정원으로

서 적용되기에는 무리가 있다. Block과 Hoffman(1995)은 골막하 골표면

에 위치시키다는 개념에 근거하여 구개부분만을 위한 온플란트를 개발하

였다(2mm thickness x 10mm diameter). 그러나 구개부위에만 적용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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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있기 때문에 적용 부위에 제한점이 있을 수 있고 2차 수술이 필요하

며 10~12주간의 치유기간이 필요하다는 단점이 지적되고 있다. 그러나 

최근에 Kanomi(1997), Park(2003), 등에 의해 소개된 미니 스크류 임

플란트(1.2~2mm in diameter, 6~10mm in length)는 비교적 그 술식이 

간단하여 매식과 제거가 용이하고 그 크기가 상대적으로 작아 적용부위에 

제한이 적으면서 환자에게 불편감이 적을 뿐 아니라 비용적인 측면에서도 

저렴하다는 장점들을 가지고 있다. 

매식 후 교정력을 주는 시기에 대해서는 Branemark(1990)은 성공적인 

임플란트 술식을 위해서는 스트레스가 가해지지 않는 회복기간이 필요하

다는 것을 강조하였고 조기에 하중을 가하는 경우 임플란트와 골간의 직

접 접촉이 이루어지기 보다는 섬유성 조직이 개재되어 골과 임플란트의 

직접 접촉을 방해하여 탈락을 유발하는 원인이 될 수 있다고 보고하였다.  

Roberts(1984)등은 수술 후 골유착을 위해서 골개조 사이클의 활성이 

유지되는 일정기간(시그마 ; 토끼 6주, 개 3개월, 사람 4-5개월) 동안 

교정력을 가해서는 안된다고 주장하였고 Turley(1988), Higuchi와 

Slack(1991), Wehrbein(1998) 역시 매식 후 치유를 위한 기간의 필요

성을 강조하였다. 그러나 결손된 치아의 수복을 위해서 사용되는 골 유착

성 임플란트와 미니 스크류 임플란트 사이에는 적용되는 힘의 성질 면에

서 약간의 차이가 있다는 점이다. 수복용으로 사용되는 임플란트의 경우 

적용되는 힘의 크기가 매우 크며 그 방향도 매우 다양한 반면 미니 스크

류 임플란트에서는 적용되는 교정력은 매우 적으며(20~300gm정도) 그 

방향도 대부분 수평력이다. 이러한 이유에서 교정의사 입장에서는 골유착

이 완전히 일어날 때까지 기다리는 것 보다는 치료기간 단축이 더욱 중요

하므로, 매식 직후 비교적 빠른 시간안에 교정력을 적용하여 교정치료 기

간 동안에 안정적인 결과를 얻기를 기대하고 있다. 이러한 기대를 반영하

듯 Majzoub(1999)는 골융합 임플란트를 식립 후 2 주 후부터 교정력을 

조기 적용했을 때에도 조직학적으로 임플란트주위에 직접적인 골과의 접

촉이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보고함으로써 조기 하중에 대한 좋은 결과를 

보고하였다.   

하지만 미니 스크류 임플란트가 만족스러운 고정원으로서 역할을 다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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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위해서 골유착이 어느 정도 일어나야 하는지, 매식 직후 교정력의 적

용시점의 차이가 골유착과 고정원으로서의 성공여부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서는 많은 의문이 남아있다. 식립 즉시 교정력을 적용하

여도 골조직과 연조직의 치유에 영향을 미치지 않고 고정원으로써의 요구

되는 골유착이 일어날 수 있다면 교정치료 시기를 단축시킬 수 있는데 의

미를 줄 수 있을 것이다. 이에 본 연구는 성견(Beagle dog) 네마리를 이

용하여 상,하악의 협측골에 미니 스크류 임플란트를 30개를 매식하였다. 

매식된 미니 스크류 임플란트를 대조군, 즉시 실험군, 지연실험군으로 나

누었으며 이 중 실험동물의 좌측(즉시 실험군)은 매식 직후 즉시 지속적

인 교정력(200~250gm)을 12주 동안 가하고 우측(지연실험군)은 매식 

후 2주간의 치유기간을 가진 후에 동일한 교정력을 12주 동안 가하였다.  

실험 결과의 평가는 세 군간의 조직학적 측면에서의 차이를 관찰하였으

며 사용된 미니 스크류 임플란트의 임상적 안정성에 대한 검사를 위해 매

식 직후와 실험이 종료되는 시점, 즉 12주 후에 Periotest®(Simens, 

Germany)를 사용하여 동요도를 평가하여 조기 하중을 부여한 경우 미니 

스크류 임플란트의 임상적 안정성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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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 재료 및 방법 

 

1. 실험 동물 과 실험 재료 

 

본 연구를 위해서 15~18개월된 성견(Beagle dog) 웅성 네마리를 대

상으로 하였으며 체중은 13~14kg 였다. 실험 동물의 구입, 실험 동물의 

선택, 관리, 실험 술식등은 연세의료원 실험 동물 위원회의 동물 실험 조

건을 따랐다. 

매식한 미니 스크류 임플란트는 직경 2mm, 길이 7mm의 Drill free 

screw(Martin Co, Germany)를 30개 사용하였다.  

 

2. 실험 군의 분류와 매식 부위 

 

미니 스크류 임플란트를 매식 한 후 12주 동안 교정력을 전혀 가하지 않

은 경우를 대조군으로 하였고 매식 후 즉시 200~250gm의 교정력을 12

주 동안 지속적으로 가하는 군을 즉시 실험군으로 하였다.  매식 후 2주

동안의 치유기간을 가진 후 200~250gm의 교정력을 12주 동안 지속적

으로 가하는 군을 지연실험군으로 하였다(Fig. 1). 

실험 동물의 좌측은 즉시 실험군과 대조군을 매식하였고 우측은 지연 실

험군과 대조군을 매식하였다. 

매식 부위는 실험 동물의 협측으로 한정하였으며 상,하악의 견치 주변과 

와 제4소구치 주변에 각각 1개씩의 미니 스크류 임플란트를 매식하여 이

에 상호 지속적인 교정력을 가하여 실험군으로 하였으며 대조군은 실험군 

주변에 매식하였다. 

대조군은 상악에 3개 하악에 3개를 매식하였으며 즉시 실험군은 상악에 

6개, 하악에 6개를 매식하였고 지연 실험군은 상악에 6개, 하악에 6개를 

매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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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  Illustration of the experimental desig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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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 Application of force (200~250gm) by NiTi Coil spring 

 after implantation of mini-screw implant in Maxilla 

 

 

 

 

 
Fig. 3. Application of force (200~250gm) by NiTi Coil spring 

 after implantation of mini-screw implant in Mandib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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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실험 방법 

 

실험 동물은 실험시 전신마취 전 투약으로 Atropine 0.05mg/kg SQ, 

Rompun 2mg/kg, Ketamine 10mg/kg IV를 사용하였다. 실험 동물은 보

온 페드(heating pad)를 사용하여 체온 유지를 하였으며, 2% enflurane

을 통하여 호흡마취를 하였으며 심전도를 통하여 관찰하였다.  실험 부위

는 소독 후에 1: 100,000의 epinephrine을 함유한 2% 리도케인 HCl을 

사용하여 침윤마취를 하였다. Drill free screw(Martin Co, Germany)를 

hand dirver를 이용하여 매식하였으며 매식시 발생할 수 있는 마찰열을 

감소시키기 위하여 생리식염수를 분사하면서 시행하였다. 

매식 후 감염을 방지하기 위하여 항생제(Cefazoline, 10mg/kg IV)를 하

루 투약 하였다. 

대조군을 제외한 실험군에서는 교정용 금속 결찰선과 NiTi closed coil 

spring(medium, Ormco Co, USA)를 이용하여 200~250gm의 지속적인 

교정력을 가 하였다.(Fig 2,3). 

골 개조 양상을 관찰하기 위해서 Calcein green(Sigma Co. USA) 

(15mg/kg diluted in isotonic sodium bicarbonate 14g/l iv 2 and 

4weeks after force application), Alizarin Complexone(Sigma Co.  

USA)(25mg/kg iv 8and 11 week after force application)을 각각 정맥

주사하였다. 

전체 실험은 14주 동안 진행되었으며 실험 기간 동안 매식된 미니 스크

류 임플란트의 안정성을 평가하기 위하여 매식 직후와 실험 동물 희생직

전에 Periotest®(Simens, Germany)를 이용하여 미니 스크류 임플란트

의 동요도를 측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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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조직학 표본 제작과 관찰 

 

실험 기간이 지난 후에 실험동물을 희생시킨 후 미니 스크류 임플란트

가 포함된 조직을 블록으로 채취한 후 70% 에탄올에 1주간 고정하여 조

직학 표본을 만들 준비를 하였다. 

적출한 조직을 5일간 Villaneuva bone stain 용액에 보관하였다. 그 후 

표본을 70~100%의 점진적 고농도의 알코올을 이용하여 2일 동안 탈수

시킨 후 polymethylmethacrylate 로 포매하여 30일간 37C 항온기에서 

경화시켰다. 레진 포매된 블록을 Diamond saw(Maruto, Japan)을 사용

하여 300µ의 두께로 절단하고, 연마기인 Hard tissue grinding 

system(Maruto Co, Japan)으로 연마하여40~50µ 두꼐의 비탈회 표본을 

만들었다.  

미니 스크류 임플란트가 어느 정도 골과 접촉하고 있는지를 평가하기 위

해서 미니 스크류 임플란트와 골의 접촉이 이루어지는 전체 면적과 선택

된 나사산의 전체길이의 백분율을 구하여 골 접촉률을 계산하였다. 이를 

위해서 표본의 광학현미경(Vano-S research microscope(Olympus, 

Japan)) 소견을 영상 분석 소프트웨어(Image-Pro, Version 3.0 

Cybernetics Media, U.S.A.)에서 측정 및 분석을 하였다. 

투여된 형광물질의 골내 침착양상을 관찰하기 위하여 형광현미경을 이용

하여 관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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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통계분석 

 

실험군과 대조군에서의 임상적 결과인 동요도 검사와, 조직학적 관찰 

결과인 골 접촉률의 차이를 평가하기 위하여 통계분석을 시행하였다. 

각 실험군(즉시 실험군과 지연 실험군)과 대조군간의 골 접촉률과 동요도 

변화의 차이와 미니 스크류 임플란트를 매식하는 부위가 상악인지 하악인

지에 따른 차이, 즉 매식 부위에 따른 골 접촉률과 동요도에 차이가 존재

하는지에 대한 평가를 하기 위해 ANOVA 분석을 시행하였다. 

이때 동요도에 의한 영향을 평가하기 위해서 실험 시작시와 실험 종료시

에 측정된 동요도 값과 이들 값의 차이값을 사용하여 동요도의 영향을 알

아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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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I. 결과 

 

1.육안적 관찰과 동요도  

 가. 군 간의 초기 동요도 후기 동요도와  동요도 변화량 

매식된 30개의 전체 미니 스크류 임플란트는 실험기간 동안 탈락되지 

않았다. 하지만 매식된 30개의 미니 스크류 임플란트 중 3개의 미니 스

크류 임플란트가 실험 종료 시점에서 평가한 결과 심한 동요도를 보였으

며 대조군, 즉시 실험군, 지연실험군에서 각각 하나씩이었다. 이러한 3개

의 미니 스크류 임플란트는 표본 제작이 어려워 이를 탈락한 미니 스크류 

임플란트로 간주하였으며 탈락률은 10 %이였다.  

하지만 전체 미니 스크류 임플란트 주변에서 특이할 만한 염증성 반응은 

관찰되지 않았으며 미니 스크류 임플란트와 교정용 NiTi Coil spring의 

파손도 없었다. 

Periotest®(Simens. Germany)를 사용한 동요도 측정에서는 초기동요도

는 대조군에서 –0.2±2.4 즉시 실험군에서는 –2.8±1.9 그리고 지연 실

험군에서는 –1.2±4.6를 나타내었고 후기동요도 측정시 그 값은 모두 증

가하였으며 각 각 7.3±4.3, 6.2±3.9, 7.9±7.5이였으나 실험군간의 통계

적 유의 차이는 보이지 않았다(표1). 동요도 변화량에 있어서는 대조군에

서 7.5±4.2 , 즉시 실험군에서 9.1±5.7, 지연 실험군에서는 9.0±5.8, 

의 동요도 증가를 나타내었지만 각 군간의 통계적 유의 차이는 보이지 않

았다 (표1). 

 

나. 식립 위치에 따른 동요도와 동요도 변화량 

매식된 30개의 미니 임플란트를 상악과 하악에 대한 식립위치에 따라  

구분하여 동요도와 동요도 변화량을 검사한 결과 상악에서 초기 동요도는 

–2.2±3.5, 하악은 –0.5±2.7를 나타내었고 후기동요도 역시 상악에서 

5.4±3.3, 하악에서는 8.8±7.2를 나타내었지만 각각 통계적 유의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동요도 변화에 있어서 상악에서 실험기간동안 7.6±2.9의 

동요도 변화를 하악에서는 11±6.6정도의 동요도 변화를 보여주었으나 

통계적 유의 차이는 보이지 않았다(표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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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Mobility change and bone-implant contact ratio in 

experimental and control group in animal.  

 

   그룹 

변수 

대조군 

(n = 5) 

즉시 

(n = 11) 

지연 

(n = 11) 
P-value 유의성 

접촉률

(%) 
57.2±35.4 72.3±16.3 66.5±21.7 0.544 NS 

동요도 

변화 
7.5±4.2 9.1±5.7 9.0±5.8 0.82 NS 

초기 

동요도 
-0.2±2.4 -2.8±1.9 -1.2±4.6 0.68 NS 

후기 

동요도 
7.3±4.3 6.2±3.9 7.9±7.5 0.71 NS 

Significant : p < 0.05 

 

Table 2. Bone-implant contact ratio, mobility, and mobility change 

according to implantation site in animal. 

 

   위치 

변수 
상악 하악 P-value 유의성 

접촉률

(%) 
72.8±26.4 52.7±19.6 0.10 NS 

동요도 

변화 
7.6±2.9 11.0±6.6 0.21 NS 

초기 

동요도 
-2.2±3.5 -0.5±2.7 0.27 NS 

후기 

동요도 
5.4±3.3 8.8±7.2 0.24 NS 

   Significant : p < 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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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조직학적 관찰 

 

가. 골 접촉률과 광학현미경 관찰 소견 

대부분의 실험군과 대조군에서 미니 스크류 임플란트와 접촉을 이루

는 변연골 부위의 심한 골 흡수나 상피 조직의 하방 이주는 관찰되지 

않았지만 일부 표본에서 약간의 변연골 흡수로 추정되는 소견과 상피조

직의 하방 이동이 관찰되었다. 

치밀골 부위와 접한 미니 스크류 임플란트의 계면은 골조직과 양호한 

직접적인 접촉을 이루는 것을 볼 수 있었으며(Fig. 4,5,6) 골수 조직에 

위치한 미니 스크류 임플란트의 계면에서도 계면의 1/3정도에서 골소

주가 미니 스크류 임플란트에 부착된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모든 시

편에서 미니 스크류 임플란트와 인접한 골조직에서 염증 반응으로 추정

되는 염증세포의 침윤이나 거대세포의 존재를 발견할 수 없었다.  하지

만 일부 시편에서 골수 조직내에 위치한 미니 스크류 임프란트의 하단 

부위에서 띠모양의 섬유 조직대가 형성되어 있는 것이 관찰되었다. 

미니 스크류 임플란트와 골간의 평균 접촉률은 대조군에서 57.2±

35.4%, 즉시 실험군에서 72.3±16.3%, 지연 실험군에서 66.5±

21.7%, 를 나타내었지만 통계적 유의 차이는 나타내지는 않았다(표1).  

식립위치에 따른 접촉률은 상악에서는 72.8±26.4%, 하악에서는 52.7

±19.6%를 보여주었으며 통계적 유의 차이는 나타나지 않았다(표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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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4. Photomicrograph of control grou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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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5. Photomicrograph of immediate loading grou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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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형광현미경 관찰 소견 

치밀골 부위에서 미니 스크류 임프란트에 인접한 신생 골 부위는 주위의 

기존 골 조직에 비하여 다수의 동심원상의 골원 구조를 관찰할 수 있었다. 

계면에 인접한 신생 골 조직에서는 계면과 평행하게 배열된 녹, 적색 띠

를 가진 동심원상의 1차 골원 구조도 관찰되어 아직도 Lamella 

compaction이 일어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신생 골과 기존 골과의 경계에서는 녹, 적색 띠를 가진 2차 골원 구조를 

가지는 계면 골 개형(interface remodeling)을 보였다(Fig. 7,8,9). 형광 

염색제를 투여한 시기를 고려해 볼 때 미니 스크류 임프란트 계면에서의 

신생골은 미니 스크류 임프란트 식립 후 4주 경과 이전에 형성된것과 8

주 이후에 형성된 것이 혼재되었으며 대조군에 비해 두 실험군에서 미니 

스크류 임플란트 매식이후 활발한 골 개형이 미니 스크류 임플란트 주변

에서 지속적으로  이루어 진 것을 알 수 있었다. 

 

 

 

 

 

 

 

 

 

 

 

 

 

 

 

 

Fig. 7. Fluorescence microscope image of control grou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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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8. Fluorescence microscope image of immediate loading group 

  

 

 

 

 

 

 

 

 

 

 

 

 

 

Fig. 9. Fluorescence microscope image of delayed loading group 



 １７

 

 

 

 

 

 

 

 

 

 

 

 

 

 

 

 

 

 

 

 

 

 

 

 

 

 

 

 

Fig. 6. Photomicrograph of delayed loading grou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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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V. 고찰 

 

본 실험의 연구 목적은 교정용으로 사용되는 미니 스크류 임플란트가 

사용 기간 중 안정적으로 유지된 경우 주변 골조직과 미니 스크류 임플란

트간에 골유착이 일어나는지를 알아보고 골유착이 일어나면 어느 정도 일

어나는지를 알아보는 것이다. 또한 미니 스크류 임플란트가 안정적으로 

고정원의 역할을 하는 경우 미니 스크류 임플란트에 교정력을 가하는 시

기가 얼마나 빨라질 수 있나를 동시에 알아보았다. 즉 미니 스크류 임플

란트를 매식 직 후 즉시 교정력(200~250gm)을 가하는 경우와 일정기간 

초기 안정성을 부여한 후 교정력을 가하는 경우의 두 실험군을 비교하였

고, 이떄 매식 후 실험이 종료되는 시점까지 교정력을 가하지 않는 대조

군도 사용하여 비교하였다. 

미니 스크류 임플란트의 그 사용 목적상 골유착을 위하여 장기간 시간을 

부여할 수 없는 상황이고 가급적 매식 직후 빠른 시간 내에 교정력을 부

여하되 교정의사가 원하는 기간 동안 탈락 없이 안정적으로 사용되어야 

한다. 

이때 빨리 사용할 수 있어야 한다는 시간의 개념도 중요하지만 매식 후 

원하는 기간 동안 안정적으로 사용할 수 있어야 한다는 점도 매우 중요함

으로 안정성에 대한 고려가 선결되어야 한다. 이러한 상황에 부여되는 개

념이 임플란트와 주변 조직간의 결합 형태인데 골유착성 결합형태이냐 혹

은 섬유성 유착의 형태이냐 하는것이다.  

Albrektsson과Branemark등(1981)에 따르면 골유착 

(osseointegration)에 대한 정의를 골과 임플란트 사이를 광학현미경으

로 관찰 시 직접접촉을 이루는 상태라고 말하고 있다. 

임플란트와 주변 골조직이 어느 정도 골유착을 이루는지에 대한 조직학적 

평가 방법으로는 골과 임플란트간의 접촉률을 계산하는 방법이 널리 사용

되고 있다(한 등1997, Iamoni 등 1999, Senneby 등 1992). 

하지만 기존의 일부 실험은 골유착이 잘 일어난 몇 부분을 대상으로 시행

한 부분이 있어 실제 상황을 전체적으로 설명할 수 없는 양상임으로 본 

실험에서는 제작된 표본에서 골접촉이 시작되는 시점에서 반대편 골접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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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끝나는 부분까지의 전체적인 임플란트 부분을 대상으로 이러한 접촉률

을 계산하였다. 

본 실험에서 나타난 결과는 실험군에서 66~72%정도의 골 접촉률을 나

타내었고 대조군에서는 57%정도의 골 접촉률을 나타내었다. 이는 결손된 

치아의 수복용으로 사용되는 골유착성 임플란트에서 40~80%정도의 골

접촉률(Romanos 등 2002)을 나타내는 결과와 비교하여 보아도 전혀 뒤

지지 않는 결과이고 일부 표본에서는 90%이상의 골 접촉률을 보이는 표

본들도 있었다. 

이는 적용되는 교정력에 대한 미니 스크류 임플란트의 유지가 골유착이 

아니라 골과 미니 스크류 임플란트 간의 기계적 접촉에 의한 것으로 추정

하는 박(2001)의 의견에 반대되는 결과이며 본 실험에서 만들어진 표본

의 광학 현미경 사진과 형광 현미경 사진상의 관찰에서도 지연, 즉시 실

험군과 대조군 모두에서 만족스러운 골유착 양상을 나타냈으며 형광 현미

경 사진을 통한 결과에서도 부분적으로 신생골의 침착과 Harversian 

system이 미니 스크류 임플란트 나사면과 인접하여 신생골 형성하고 있

는 것을 관찰 할 수 있었다.  

특히 형광현미경 관찰 결과를 보면 미니 스크류 임플란트 매식 직 후 즉 

비교적 실험 초반에 투여한 Calcein에 의한 노란색의 형광물질을 포함한 

골조직과 임플란트 매식 6~11주의 비교적 후반에 투여한 Alizarin에 의

한 적색 형광물질을 포함한 골조직이 미니 스크류 임플란트 계면에서 모

두 관찰되고 있으며 대조군에 비하여 두 실험군에서 더욱 활발하였다. 

이는 매식된 스크류 임플란트가 기계적 골접촉에 의하여 안정적으로 유지

되는 것이 아니라 스크류 임플란트 주변의 골에서 활발한 골 개조에 의하

여 스크류 임플란트와 골간의 직접접촉이 일어나면서 안정성이 유지되는 

골유착현상이 미니 스크류 임플란트에서도 나타난다는 사실을 알려주고 

있다. 

이러한 미니 스크류 임플란트와 골간의 충분한 골 접촉률과 형광현미경을 

통한 분석결과를 종합하면 미니 스크류 임플란트를 매식하여 원하는 교정

치료 기간동안 안정된 상태로 사용되었다면 우리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골유착은 발생되며 이것이 미니 스크류 임플란트의 안정성에 기여하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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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한 요소라고 생각된다. 

 하지만 미니 스크류 임플란트의 모든 표면에서 골과 직접 접촉을 이루는 

것은 아니며 일부에서는 섬유성 결합조직이 미니 스크류 임플란트와 골조

직 사이에 개재되어 있는 양상도 관찰되었다. 골과 직접 접촉되지 않는 

미니 스크류 임플란트의 표면에 대해서는 섬유성 조직이 존재한다는 보고

와 함께 이러한 현상이 미니 스크류 임플란트의 임상적 안정성에 나쁜 영

향을 끼치지 않는다는 보고도 있다(Costa 등 2000, 1998, Melsen 등 

1999,1998). 한편 미니 스크류 임플란트에서는 이러한 섬유성 조직의 

존재가 추후 제거를 용이하게 하는 긍정적인 효과도 있다고 보고하기도 

하였다.(Costa 1998 Melsen 1999) 

이러한 임플란트의 안정성에 중요한 골유착을 위해서 일반적으로 조기 하

중을 부여하는 것을 좋지 않은 요소로 생각하고 있으며 초기 안정성이 골

유착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보고되고 있다(Pilliar 등 1981).  

조기 하중에 대하여 Roberts(1996)는 임플란트 주변에서 하중이 가해지

는 동안에도 골 개조는 지속적으로 일어기 때문에 매식된 임플란트 주변

의 구조적으로 약한 골들이 성숙된 것처럼 보일 수 있다고 하였다. 이러

한 근거로 교정력을 가하기 이전에 어느 정도의 치유기간이 필요하다고 

주장하면서 토끼에서는 6주 정도(Roberts 등 1984) 사람에서는 4~6개

월 정도가 적절할것이라는 주장(Roberts 등 1990,1994,1996)들을 인용

하였다. 

또 Block과 Hoffman’s (1995)등은 원숭이와 개를 대상으로 한 온플란

트 실험에서 10~12주간의 치유기간을 가진 후에 250gm의 하중을 6개

월 동안 성공적으로 부여 하였다고 보고 하고 있다. 

하지만 Majzoub (1999) 등은 토끼를 대상으로 2주간의 치유기간이 지난 

후 150gm의 하중을 8주동안 부여 하여 76%의 골 접촉률을 가지는 결

과를 보고 하였으며 Romanos 등(2002)에 따르면 일반적인 임플란트 매

식 후 즉시 하중을 가하는 경우와 3개월을 기다린 후 하중을 가한 경우

를 비교할 때 모든 경우에서 충분한 골유착은 일어났다고 보고 하였으며 

골 접촉률은 즉시 하중을 가한 경우에서 64%, 3개월 후 하중을 가한 경

우는 67%를 나타내었지만 통계학적으로 유의차이를 보이지 않았다고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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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하였다. 

이렇게 조기 하중에 대한 의견이 상반되게 보고되고 있는 상태에서 본 연

구는 미니 스크류 임플란트의 사용에서 조기 하중이 어떻게 적용되는 지 

알아 보고자 하였다.  

사람에서 미니 스크류 임플란트를 임상적으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미니 스

크류 임플란트를 매식 한 다음 2~3주 정도의 연조직 치유기간을 부여한 

후 적절한 교정력(200~300gm)을 가하는 것을 추천하는 경우도 있다. 

하지만 이렇게 조기에 하중을 부여하는 경우가 안정성에 특별히 문제를 

일으키지 않고 일정기간의 초기 안정화 기간을 부여하는 경우와 비교하여 

유의성 있는 차이가 없다면 교정의사 입장에서는 매식 후 최소한 얼마의 

안정화기간이 필요한지 알아야 할 것이다. 이러한 미니 스크류 임플란트 

매식 후 힘을 부여하는 시간을 단축하기 위해 여러 연구가 이루어져왔지

만 아직 명확하지는 않다. 

본 연구에서는 즉시 교정력(200~250gm)을 가하는 경우와 2주간의 치

유기간을 주는 경우를 비교하여 안정성 평가를 위하여 골접촉률과 임플란

트 동요도에 대한 검사를 하였다. 실험 결과는 골접촉률에서 대조군에서

는 57.2±35.4%, 지연 실험군에서는 66.5±21.7%, 즉시 실험군에서는 

72.3±16.3%의 골접촉률을 나타내었지만 통계적으로 유의차는 없었으며, 

임플란트의 동요도 증가량도 각 군간에 의미있는 차이를 나타내지 못하여 

즉시 하중을 적용하여도 안정성에 유해 하지 않다는 결론을 얻었다.   

이는 조기에 하중을 가하여도 골유착에는 문제가 없다는 Majzoub 

(1999), Romanos 등(2002)의 결과와 동일한 결과이며 오히려 하중을 

가한 실험군에서 대조군 보다 골접촉률이 우수하다는 결과를 뒷받침할 수

있다. 

이러한 결과는 임플란트를 매식한 후 측방력을 가하는 실험군과 대조군의 

골접촉률의 비교에서 실험군이 우세하다는 Gotfredsen(2001)연구 결과

와도 동일한 의미를 가진다고 할 수 있다. 이런 현상은 새로운 골의 형성

과 골 개조에는 적절할 기계적 자극이 필요하다는 Lanyon 과 Rubin, 

(1984,1987)의 의견을 뒷받침한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앞으로 인체에 적용 후 장기간의 관찰과 연구를 통하여 이러한 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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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를 뒷받침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V. 결론  

 

  본 실험은 성견(Beagle dog) 네마리를 이용하여 상,하악의 협측골에 

미니 스크류 임플란트를 30개를 매식하여 이 중 좌측(즉시 실험군)은 매

식 직후 즉시 지속적인 교정력(200~250gm)을 12주 동안 가하고 우측

(지연실험군)은 매식 후 2주간의 치유기간을 가진 후에 동일한 교정력을 

12주 동안 가하며 대조군은 매식 후 12주 동안 교정력을 가하지 않고 세 

군간의 조직학적 측면에서의 차이를 관찰하였으며 사용된 미니 스크류 임

플란트의 임상적 안정성에 대한 검사를 위해 매식 직후와 실험이 종료되

는 시점에 Periotest®(Simens, Germany)를 사용하여 동요도를 평가하

여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었다. 

 

1. 각 실험군간에 미니 스크류 임플란트와 골과의 접촉률은 대조군

에서 57.2± 35.4%, 즉시 실험군에서 72.3±16.3%, 지연실험군

에서 66.5±21.7%을 나타냈으며 각 군간 유의차는 보이지 않았

다.  

2. 각 군간에 동요도 변화에 있어서 대조군은 7.5±4.2, 즉시실험군

은 9.1± 5.7, 지연실험군은 9.0±5.8를 보였으며 각 군간의 유

의차는 보이지 않았다.  

3. 임플란트의 식립위치에 따른 골접촉률과 동요도 변화에서 상악에

서 72.8±26.4%의 골접촉률과 7.6±2.9의 동요도 변화를 나타

내었으며 하악에서는 52.7±19.6%의 골접촉률과 11.0±6.6의 

동요도 변화를 나타내었지만 미니 스크류 임플란트의 식립위치가 

미니 스크류 임플란트의 접촉률과 동요도의 변화에 있어 영향을 

주지 못하였다.  

4. 대조군에 비하여 두 실험군에서 골개조 양상이 활발하였으며 모

든 군에서 이물 반응은 관찰할 수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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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실험을 통해 즉시실험군, 지연실험군, 대조군간에 골과 미니 스크류 

임플란트간의 접촉률과 동요도 변화량에 유의성 있는 차이가 없었다.  이

는 매식 후 미니 스크류 임플란트에 즉시 교정력을 가하여도 미니 스크류 

임플란트와 주변 골사이의 골유착 현상에 큰 영향을 주지 못한다는 사실

을 알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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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initial stability of orthodontic miniscrew implants is an 

important factor since immediate force application is usually required. 

However, due to the lack of study on how long force application 

should be delayed to obtain stable miniscrews, orthodontists have 

relied mostly on clinical experience to delay force application for a 

certain period of time to allow healing.  

In this study, using 4 beagle dogs, 30 miniscrews were implanted 

in the upper and lower buccal alveolar bone. Orthodontic force 

(200-250gm) was applied immediately on the left side for 12 weeks 

while force application was delayed for 2 weeks on the right side 

with the same amount of force and duration. Histologic comparisons 

were made between these two groups and the control group to 

determine the percentage of contact between bone and miniscrew. 

Screw mobility during the observation period was also evaluated 

using Periotest®. 

 

5. The percentage of contact between the bone and miniscrew 

implants was  57.2±35.4% in the control group, 72.3±



 ３０

16.3% in the immediate loading group, and 66.5±21.7% in 

the delayed loading group. There was no significant 

difference between each group. (p>0.05) 

6. The change in mobility was 7.5±4.2 in the control group, 9.1

± 5.7 in the immediate loading group, and 9.0±5.8 in the 

delayed loading group. There was no significant difference 

between each group. (p>0.05) 

7. The contact percentage in the maxilla was 72.8±26.4% and 

the mobility change was 7.6±2.9, while they were 52.7±

19.6% and 11.0±6.6 in the mandible respectively, implying 

that implant location did not effect the contact percentage 

and mobility. (p>0.05) 

8. No inflammatory cell or macrophage infiltration was detected 

in the microscopic view of the tissue adjacent to the 

miniscrews.  

9. There was no difference in the pattern and timing of bone 

formation observed from the minscrew implant interface.  

 

In conclusion, there was no significant difference in the contact 

percentage and mobility between the immediate loading group, 

delayed loading group and the control group. These results were 

similar to that of osseointegrated implants used in prosthodontics. 

The data gathered here imply that immediate loading upon 

miniscrew implantation has little effect on the stability of 

miniscrew implants. Therefore it is possible to apply orthodontic 

force immediately after miniscrew implantation and obtain initial 

maximum anchor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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