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i

성견 경골에서 최적화 기법을 

이용하여 형상 개선된 임프란트의 

조직계측학적 분석

연세대학교 대학원

치 의 학 과

권   혁   락



ii

성견 경골에서 최적화 기법을 

이용하여 형상 개선된 임프란트의 

조직계측학적 분석

지도   김 종 관   교수

이 논문을 석사 학위논문으로 제출함

2004년   6월   일

연세대학교 대학원

치 의 학 과

권   혁   락



iii

권혁락의 석사 학위논문을 인준함

심사위원                       인

심사위원                       인

심사위원                       인

연세대학교 대학원

2004년   6월   일



감사의 글

대학원을 시작하면서 느낀 것은 언제나 그랬듯이 항상 부족한 저 자신이었습

니다. 부족한 사람에게 예쁜 화분에 물을 주듯이 정성스럽게 언제나 좋은 가르침

을 전해주신 여러 교수님들께 감사한 마음을 드리고 싶습니다. 

수련의의 길을 갈수 있도록 도와주신 김종관 선생님, 채중규 선생님께 언제나 

마음속 깊이 감사드리고 있다는 말 을 전해드리고 싶고 이번 논문에 항상 조언

을 아끼지 않아 주신 최성호 선생님, 심준성 선생님, 김창성 선생님, 박지숙 선생

님, 방은경 선생님께도 감사의 말 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 뿐 아니라 이 논문이 나오는데 많은 조언과 도움을 준 졸업 동기인 문상권, 

김민경 선생에게도 고맙다는 말을 하고 싶고, 일산 의국과 신촌 의국원들께도 감

사와 미안한 마음을 감출 수 없습니다. 

이렇게 늦게까지 부모님 속을 하루도 편안하게 해드리지 못해 언제나 죄송하

지만 항상 따뜻한 말 과 이해를 주시는 어머님과 아버님, 저에게 너무나도 예쁜 

딸을 주셔서 아늑한 가정을 꾸미게 해주신 장인, 장모님께 항상 감사한 마음을 잊

지 못합니다. 형 노릇 한번 못했지만 자신의 역할을 충분히 하면서 살아가는 동생

들과 제수씨, 처남, 처제에게도 고맙다는 말과 항상 하느님의 축복이 함께하기를 

기원합니다. 

무엇보다도 내게 살아가는 힘이 되어주는 아내 재희와 딸 지인이, 그리고 아들 

순헌이에게 언제나 감사합니다.

이렇게 많은 분들의 도움으로 작은 결실이 있게 된 것을 저의 기쁨으로 생각

합니다. 

               

                                                  2004년      월

                                                        저 자 



ii

차   례

그림 및 표 차례 ․․․․․․․․․․․․․․․․․․․․․․․․․․․ iii

국문 요약 ․․․․․․․․․․․․․․․․․․․․․․․․․․․ v

I. 서론 ․․․․․․․․․․․․․․․․․․․․․․․․․․․․․․․ 1

II. 실험 재료 및 방법․․․․․․․․․․․․․․․․․․․․․․․․․․4

1. 임프란트 디자인 ․․․․․․․ ․․․․․․․․․․․․․․․․․․5

2. 실험 동물 ․․․․․․․․․․․․․․․․․․․․․․․․․․․ 7

3. 실험 재료 ․․․․․․․․․․․․․․․․․․․․․․․․․․․ 7

4. 실험 방법 ․․․․․․․․․․․․․․․․․․․․․․․․․․․ 7

가. 수술 ․․․․․․․․․․․․․․․․․․․․․․․․․․․ 7

나. 조직 표본 제작 ․․․․․․․․․․․․․․․․․․․․․․․ 7

  5. 평가 방법  ․․․․․․․․․․․․․․․․․ ․․․․․․․․․․ 8

     가. 임상적 소견 ․․․․․․․․․․․․․․․․․․․․․․․․․ 8

     나. 조직학적 소견 ․․․․․․․․․․․․․․․․․․․․․․․․ 8

     다. 조직계측학적 분석 ․․․․․․․․․․․․․․․․․․․․․․ 8 

III. 연구 결과 ․․․․․․․․․․․․․․․․․․․․․․․․․․․․․ 10

1. 임상적 결과  ․․․․․․․․ ․․․․․․․․․․․․․․․․․․ 10

2. 조직학적 결과․․․․․․․․․․․․․․․․․․․․․․․․․․․10

3. 조직계측학적 결과․․․․․․․․․․․․․․․․․․․․․․․․․10

IV. 고찰․․․․․․․․․․․․․․․․․․․․․․․․․․․․․․․ 12

V. 결론 ․․․․․․․․․․․․․․․․․․․․․․․․․․․․․․․ 15

VI. 참고문헌․․․․․․․․․․․․․․․․․․․․․․․․․․․․․ 16

사진부도 ․․․․․․․․․․․․․․․․․․․․․․․․․․․․․․․ 21

문요약 ․․․․․․․․․․․․․․․․․․․․․․․․․․․ 25



iii

그림 및 표 차례

그림 차례

Figure 1.․․․․․․․․․․․․․․․․․․․․․․․․․․․․ 5

Implant model and design area for shape optimazation.

Figure 2.․․․․․․․․․․․․․․․․․․․․․․․․․․․․ 6

Shape optimization results for stress distribution.

Figure 3.  ․․․․․․․․․․․․․․․․․․․․․․․․․․․ 6

Final Implant design.

Figure 4. ․․․․․․․․․․․․․․․․․․․․․․․․․․․ 21

Implant placed in the tibia.

Figure 5. ․․․․․․․․․․․․․․․․․․․․․․․․․․․ 21

After 12 week, Photomicrograph of bone-implant contact  

Figure 6. ․․․․․․․․․․․․․․․․․․․․․․․․․․․ 22

Photomicrograph of bone-implant contact at cortical area.

Figure 7.․․․․․․․․․․․․․․․․․․․․․․․․․․․․ 22

The peri-implant woven bone is reinforced by lamellar bone at the 

marrow

Figure 8.  ․․․․․․․․․․․․․․․․․․․․․․․․․․․ 23

There is direct bone-implant contact in the almost apical area..

Figure 9.  ․․․․․․․․․․․․․․․․․․․․․․․․․․․ 23

There is connective tissue lining in the implant fixture surface.

Figure 10. ․․․․․․․․․․․․․․․․․․․․․․․․․․․ 24

Morphometry of ground sections. 

Figure 11. ․․․․․․․․․․․․․․․․․․․․․․․․․․․ 24

High magnificaton of the implant-bone interface for bone density 

calculation.



iv

표 차례

Table 1. ․․․․․․․․․․․․․․․․․․․․․․․․․․․ 11

Bone to Implant contact ratio & Bone density ratio



v

국문 요약

성견 경골에서 최적화 기법을 이용하여 형상 개선된

임프란트의 조직계측학적 분석

임프란트 치료의 성공은 교합력이 직접 임프란트의 주위골로 직접 전해지기 

때문에 임프란트에 가해지는 응력의 분산과 깊은 관련이 있다. 임프란트에 가해지

는 응력의 분석을 위해 “유한요소 분석법”이 일반적으로 많이 이용되어지고 있다.  

이에 본 연구는 임프란트를 9구역으로 설정한 후 각 부분에서의 응력을 “유한

요속분석법”을 사용하여 임프란트에 가해지는 응력을 분석한 후 이를 형상최적화

란 방법을 통하여 응력의 효율적인 분산을 위한 임프란트 형상을 새롭게 디자인 

하 다. 

본 연구의 목적은 형상최적화 기법을 통하여 새롭게 개발되어진 국산 임프란

트를 성견의 경골에 식립 한 후 임상적, 조직학적, 조직계측학적 분석을 통하여 새

롭게 디자인한 임프란트의 적절성을 평가하 다. 조직계측학적 분석에는 골과 임

프란트의 접촉률과 골생성률을 평가하 다. 

결과는 다음과 같다. 

1. 임상적으로 동요도, 염증반응 없는 정상적인 결과를 나타냈다.

2. 조직학적으로 염증세포등은 관찰되지 않았으며, 해면골 보다는 치 골에 의해 

둘러싸여 있고, 임프란트 주위로 전체적인 골형성을 나타내고 있다.

 

3. 골과 임프란트의 접촉률(bone implant contact)은 평균 58.1%, 골생성률(bone 

density)은 57.6%를 나타냈다. 

이상의 결과로 볼 때 최적화기법을 통하여 개롭게 디자인된 임프란트는 임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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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 조직학적으로 적합성을 보 으며 임상적 활용을 위해선 계속적인 실험을 통하

여 문제점을 발견하고, 이를 보완하여야 할 것이다. 

핵심되는 낱말 : 응력, 형상최적화 기법, 골-임프란트 접촉률, 골 생성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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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견 경골에서 최적화 기법을 이용하여 형상 개선된 임프란트의 

조직계측학적 분석

<지도교수 김종관>

연세대학교 대학원 치의학과

                     

권 혁 락

I.  서         론 

브로네막(Bränemark)이 골유착 개념의 임프란트를 소개한 후 최근 30여년간 

임프란트의 수요가 급증했고 이에 따른 많은 연구가 진행되었다(Bränemark et 

al., 1969). 브로네막에 의해 처음 정의되어진 골유착 개념은 임프란트 표면과 살아

있는 골의 직접적인 접촉으로 정의되었고, 조금 더 구체적인 '기능적 부하에서 유

지되는 골과 합성물질 사이의 임상적으로 증상이 없는 견고한 고정'이라는 임상적

인 의미가 부여되었다(Zarb et al., 1991). 임프란트 성공율은 많은 연구의 결과 더

욱 증가하고 있으며 임프란트 성공의 기준은 5년 성공율 85%, 10년 성공율 80%

로 제시되었으며(Albrektsson et al., 1986), 최근에 이르러 93.3%의 성공율이 보고

된 바 있다(Buser et al., 1997).

골유착 임프란트는 지속적이고 역동적인 힘이 가해지고 있다는 점에서 자연치

아와 매우 비슷한 역할을 한다. 그러나 임프란트와 임프란트 보철물을 통해 전해

지는 기능적인 힘의 체계는 건강한 치주조직을 가진 자연치아와는 다르다. 자연치

아에서는 건강한 치주인대가 힘에 대한 완충적인 기능을 수행하기 때문이다

(Weinberg, 1993). 그에 반하여 골유착 임프란트에서는 교합력이 직접 주위골로 

전달되어진다(Holmgren et al., 1998). 이것은 골과 임프란트 사이 계면에서 미세

한 균열을 일으키게 할 뿐아니라 임프란트 시스템의 결속력 약화, 바람직하지 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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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골의 흡수를 가져오게 한다(Hoshaw et al., 1994; Dixon et al., 1995; Misch, 

1999). 그러므로 구강내에서 임프란트에 가해지는 교합력, 인접 조직에 가해지는 

교합력, 이렇게 힘이 가해지는 환경이 임프란트 수복물과 골의 생리에 중요한 

향을 미치며 이는 성공의 중요 요소 중 하나이다(Brunski JB, 1992). 

생유착 임프란트의 장기적인 성공율에 대한 생역학적인 측면은 지속적으로 강

조되어 왔다(Skalak, 1983; Weinberg, 1993). 응력의 집중과 이로 인한 실패는 큰 

강도의 힘이 충분한 단면적에 분산되지 못할 때 일어난다. 임프란트나 보철물의 

연약한 연결부에서 멀리 떨어진 곳에 힘이 작용할 때 모멘트 하중으로부터 굽힘

과 비틀림이 일어날 수도 있다. 임프란트에 미치는 힘을 분산하기 위해 임프란트 

날의 형태, 나사의 거리, 폭, 높이, 임프란트의 직경, 임프란트의 경사도에 대한 연

구가 이루어졌다(Lewinstein et al., 1995; Valle et al., 1997). 이전에 연구되었던 

논문들에서는 전형적으로 피질골과 임프란트의 접촉면에서 응력이 집중되어짐을 

보여주었다. 그리고 작은 직경의 임프란트 보다 큰 직경의 임프란트가, 직선형의 

임프란트 보다는 점차로 줄어드는 실린더 형태의 임프란트가 응력의 분산에 보다 

유리하다고 보고 되었다(Holmes et al., 1992; Holmgren et al., 1998). 

임프란트에 가해지는 하중은 압축력, 인장력, 전단력으로 나누어지며 이것은 일

반적으로 임프란트가 압축력에 저항하는 힘이 강하기 때문에 임프란트-보철물 구

조에서 우선적으로 고려되어야 한다. 피질골은 압축력에 가장 강하고 전단력에 가

장 약하기 때문이다(Reilly DT, Burstein AH, 1975). 이상적으로 시멘트와 유지나

사, 임프란트 각 성분, 골-임프란트 경계면에서도 인장력이나 전단력보다는 큰 압

축력이 추천된다. 평균적인 교합력의 크기는 이상 기능에 의해 더 커지며 1000파

운드에 까지 이른다. 교합력 하에서 치조골능의 유지와 임프란트 유지의 최고 변

수는 응력과 변형이다(Adell R et al., 1986; Quirynen M et al., 1992). 

일반적으로 임프란트의 성공은 살아있는 골과 임프란트 표면과의 직접적인 접

촉인 골유착의 정도에 의해 기본적으로 평가되어지고 있으며 골과 임프란트 표면

의 접촉을 높이기 위한 많은 방법이 시도되고, 연구되었다. 

임프란트의 실패율과 골 유착율과의 관계는 많은 부분이 밝혀졌지만 골유착율

과 응력 분산의 관계는 아직 충분히 밝혀지지 않았다. 1970년대 이후 임프란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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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학적인 분석을 위하여 “유한 요소 분석법”이 많이 사용되어지고 있다

(Lewinstein I. Banks-Sills L. & Eliasi R. 1995; Meijier et al., 1993, 1995). 위와 

같은 방법을 통하여 임프란트의 직경과 길이의 모델을 분석하고(Teixeira et al., 

1998), 임프란트의 형상개발을 위한 여러 가지 기준들을 분석(천 등, 2002))하는데 

사용되고 있는데 그중에 가장 많이 사용되고 있는 분야가 응력의 해석에 관한 분

야이다(Ulrich, 2001). 유한요소 분석법이란 우선 형상모델을 만들고, 유한 요소 모

델을 형상 모델과 연관하여 생성하고 사용 환경을 정의하여 구조물의 응답을 계

산하여 이들 도시하는 것이다. 제품이 복잡해지고 실제 사용 역이 복잡해짐에 

따라 해석을 수행할 수 있는 가능성도 비례하여 증가하고 있다. 이 실험에서는 유

한요소분석법을 통하여 분석된 응력을 형상최적화기법(Shape Optimization)이란 

방법을 통하여 국내 최초로 새로운 모델의 임프란트를 디자인 하 다. 

Zienkiewicz와 Campbell이 형상최적설계를 제안한 이래로 많은 연구와 기술발전

이 이루어졌다(Matthec et al., 1990). 이처럼 형상최적화에 대한 관심이 증대되고 

있는 것은 이전의 치수최적화(Sizing Optimization)에 비하여 형상최적화가 넓은 

응용분야에서 훨씬 효과적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형상최적화는 치수최적화에 비해 

설계변수를 매개변수로 처리해야 하며, 축차(Iteration)가 진행됨에 따라 해석 역

이 바뀌어 요소 재분할과 이에 따른 유한요소의 오차를 해석해야 하는 등 어려움

이 있다. 이에 결과에 대한 신뢰성이 높고, 실무자들이 비교적 쉽게 이용할 수 있

는 상업용 유한요소코드(MSC NASTRAN
Ⓡ
)를 사용하여 형상을 최적화하 다. 임

프란트에 교합력이 전달하게 되면 접촉 역에는 복합하중으로 인한 힘과 모멘트

의 전달로 국부적인 응력집중이 발생하게 된다. 따라서 형상최적화의 주요 목적함

수(objective function)를 국부적인 응력집중을 감소시키기 위한 모델의 재구성에 

두었으며 이를 실행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과정을 통하여 연구하 다.

첫째, 임프란트의 기준 해석 모델을 구성하여 기본 설계요소를 바꾸어 가면서 

변형 및 응력해석을 실행하 다. 또한 이를 토대로 주요 설계요소를 판별하 다.

둘째, 판별된 주요 설계요소에 근거하여 해석모델을 재구성하고, 최적화를 위한 

설계형상을 매개변수 처리하 다.

셋째, 만족시키고자 하는 기능을 제한하는 기능조건(constraint)과 최소화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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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하는 목적함수를 지정하 으며 이를 구현하기 위하여 상업용 유한요소코드

(MSC NASTRAN
Ⓡ
) 최적설계 알고리즘을 반복 실행하 다.

넷째, 거듭된 반복해석으로 최적 해석결과를 도출하 으며 이를 초기 기준모델

의 변형 및 응력해석의 결과와 비교, 검토하 다.

현재 우리나라에서 쓰이고 있는 임프란트들은 대부분 수입품이고, 상대적으로 

고가이기 때문에 치료비 또한 보편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쓰기에는 부담이 되고 

있다. 그러므로 다른 많은 분야와 마찬가지로 보다 나은 국산 치과용 임프란트의 

개발이 필요하다. 임프란트 개발은 괄목할 만한 성과를 거두고 있지만 앞으로도 

다양한 부분에서 계속적인 연구노력이 이루어져야 한다. 본 연구도 이러한 시도의 

하나로서 국내에서 새롭게 개발된 치과 임프란트 제품을 이용하여 임프란트 주위

의 골 성장과 골 유착양상을 조직 계측학적으로 분석하고, 조직 내에서의 반응을 

평가함으로써 새롭게 개발하여 디자인한 국산 임프란트의 임상적 적합성에 대해 

지견을 얻었기에 이에 보고하는 바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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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  실험 재료 및 방법 

1. 임프란트       디자인

새로운 임프란트 디자인을 개발하기 위하여 형상최적화(Shape Optimization)기

법을 사용하고 이를 위해 상업용 유한요소코드(MSC NASTRAN
Ⓡ
)를 이용, 그 결

과를 반 하 다. 해석을 위하여 치조골과 임플란트의 식립체 부분을 형상의 변경

이 가능한 9개의 디자인 역으로 나눴다. 이 디자인 역들은 단지 임플란트의 

축과 수직되는 방향으로의 축소, 확장이 가능하도록 제한되었으며, 각 디자인 역

은 개별적인 거동이 가능하도록 설정되었다. 또 변경된 형성을 얻기 위해서는 기

준이 되는 모델을 지정해야 하는데, 이 모델은 선행 연구의 결과로 제시한 임프란

트 모델을 단순화하여 구성하 다. 

Figure 1. Implant model and design area by shape optimization

정의된 디자인 역은 몇 가지 구속 조건을 갖게 되는데, 앞서 언급한 바와 같

이 각 디자인 역은 임프란트의 축과 수직되는 방향으로의 자유도만을 갖게 되

어 그 방향으로의 변형만이 가능하게 되고, 각 디자인 역의 최대 변형량은 임프

란트의 상단보다 더 커지지 못하도록 하 으며, 중심축을 기준으로 하여 변형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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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minimum stress at top      b) minimum stress at bottom

Figure 2. Shape Optimization results for stress distribution

전체적인 형상이 대칭이 되도록 하 다. 

그림 2의 a),b)는 해석의 결과로 주어진 기본 모델의 변화된 형상을 보여주고 

있다. 두 가지의 결론이 상반되므로 해석의 결과를 통하여 향력이 더 크다고 판

단되는 후자의 경우가 주요한 고려대상으로 선택되었다.

임프란트가 나타내는 이러한 경향을 응용한 형상의 모델을 구성하여, 3차원 유

한요소 모델을 제작, 해석을 수행하여 그림 3과 같은 디자인의 임프란트를 제작하

다.

Figure 3. Final Implant design by Shape Optimizatiom techniqu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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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실 험  동물

체중 10-15kg 내외의 5마리의 성견을 실험동물로 하 으며 모두 건강한 상태

이다. 변화된 환경에 대한 1주간의 적응 기간을 갖게 한 후 실험을 시작하 으며, 

표준화된 실험 사육용 사료를 사용하 다.

3. 실험 재료

본 실험에 사용된 임프란트는 직경 5mm, 육각형 상부구조(hexagonal top)의 

길이가 11mm의 순수 타이타늄을 절삭 가공하여 제작하 다. 

4.  실험 방법

가. 수술

수술은 Atropine 0.05㎎/㎏을 피하 주사하고, RompunⓇ 4mg/kg을 정맥주사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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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된 2% 염산 리도케인을 이용한 국소마취를 추가로 실시하 다. 수술전 피부에 

대해 거즈에 적신 요오드와 70% 에탄올의 혼합액을 사용해서 소독을 실시했으며 

이후 수술은 무균적 조건에서 실시하 다. 성견의 경골에 피부 절개후 근막 및 골

막의 판막을 형성하여 내측 기시부위를 노출시킨 후 생리 식염수의 관주하에 점

진적인 골 삭제를 실시해서 5mm의 매식체가 식립될 수 있도록 하 다. 임프란트

는 한 마리당 한 개의 매식체가 식립되었다. 식립 후 골막과 근막에 대한 봉합을 

5-0 Vicryl
Ⓡ
로 우선 실시한 후 피부에 대한 봉합을 5-0 Vicryl

Ⓡ
로 실시하 다. 피

부에 대한 봉합부위에서의 발사는 실시하지 않았다.  

나.조직 표본 제작

희생된 성견의 경골을 절단한 후 10% 중성 포르말린액에 담구어 고정시킨 후 

조직 표본을 제작하 다. 24시간 간격을 두고 70%부터 시작해서 90%, 95%, 100%

로 alcohol의 농도를 증가시키면서 탈수를 시행한 후 Xylene과 Metylmethacrylate 

레진을 사용한 포매를 실시한다. 마지막으로 Benzoyl Peroxide를 첨가하고 절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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및 연마장치를 이용하여 최종적으로 두께 10-12㎛의 얇은 표본을 만들고 

Toluidine Blue, Basic Fuchsin 과 Alizarin Red 5를 사용한 Paragon 염색으로 염

색하고 광학 현미경으로 조직 소견을 관찰하 다. 

5.  평가방법

가.     임상적 관찰

촉진, 타진 시 임프란트의 동요도 관찰을 실시하 다. 임프란트 주변의 염증성 

소견, 골 괴사와 같은 병적인 소견은 관찰되지 않았다. 

나.     조직학적 소견

저배율과 고배율에서 임프란트 주위의 골 접촉 및 형성을 관찰하 으며 주위 

조직의 소견을 관찰 하 다.

다.    조직계측학적 분석

조직계측학적 분석은 Olympus BXⓇ 현미경과 연결된 컴퓨터를 통해 실시하고, 

상분석소프트웨어를 이용 하 다. 광학 현미경에 CCD 카메라를 부착하여 상

저장장치로 컴퓨터와 연결하여 조직의 현미경상을 디지털 상으로 컴퓨터 화면

상 나타나도록 한 후, 상분석소프트웨어(Image proⓇ)를 사용하여 정량계측 하

다. 

임프란트와 골 접촉율(Bone-Implant Contact)의 측정은 접안렌즈 배율 10x, 대

물렌즈 배율 2x에서 실시 한 후 정확한, 골 접촉율의 측정을 위해 필요한 경우 

4x, 10x, 20x의 대물렌즈로 교체 후 조직 표본에 대한 관찰을 실시하 다. 임프란

트 측면의 나사선 총 길이를 우선 측정하고 나사와 접촉하는 골의 길이를 측정하

여 백분율을 구하 다. 

골 생성율(Bone Density)은 인접 나사산 사이의 삼각형 공간의 총 면적을 구

하고 그 부위 내에서 차지하고 있는 골조직의 면적을 측정하여 백분율을 구함으

로써 산출하 다.  



- 9 -

골-임프란트 접촉률 =
나사와 접촉하고 있는 골의 길이

 × 100
임프란트 측면의 나사선 길이

      골면적 비율 =
나사산과 나사산 사이의 골면적

 × 100
나사산과 나사산 사이의 면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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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I.  연구 결과

1. 임상적 결과

식립 수술 12주 후 실험군 모두에서 임프란트 주위로 정상적인 골치유가 관찰

되었으며 촉진, 타진시 임프란트의 동요도가 느껴지지 않았다. 수술부위의 염증성 

변화는 보이지 않았고 임프란트 주위에서는 정상적인 골조직을 관찰할 수 있었으

며 골의 괴사와 같은 병적인 소견은 없었다. 

2.  조직학적 결과

임프란트 주위의 염증성 소견은 관찰할 수 없었으며, 임프란트 주위에 골형성

을 관찰할 수 있었다. 혈관이 지나고 있는 하버시안 관(Haversian Canal)을 포함

한 골원(Osteon)이 관찰 되었다. 임프란트와 접하고 있는 골은 대부분 미성숙골

(Woven Bone)이었으며 이는 임프란트 주위의 골 소주(Trabecular)와 연결되어 있

었다. 피질골에서는 전체적으로 치 골에 의해 둘러싸여 있었으며 해면골에서는 

임프란트 나사산 사이로 골 형성이 진행되어지고 있는 것을 관찰할 수 있었다. 전

체적으로 고른 골 형성이 관찰되었지만 피질골 부위와 임프란트의 말단(apex) 부

위에서는 치 하고, 접한 성숙골(Lamellar Bone)이 임프란트와 접촉면을 이루고 

있는 것을 관찰 할 수 있었다.  

 

3.조직계측학적 결과

각 임프란트의 내측과 외측에서 골내에 매식된 부위에 대해 나사산 측면의 전

체 길이에 대해 직접 골 접촉이 일어나고 있는 부위의 길이에 대한 비율로 골과 

임프란트 사이의 접촉률을 산출하 다. 골 생성률은 임프란트 나사산 사이의 넓이

와 형성되어진 골의 넓이의 비를 계산하여 산출 하 다.  

골 접촉율은  45.3%에서 68.9%로 평균 58.1%로 나타났다. 또한 골 생성률은 

47.5%-67.4%로서 평균 57.6%가 관찰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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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Bone to Implant Contact Ratio & Bone Density Ratio

Fixture No. 
Bone to Implant 

Contact Ratio(%)

Bone density

 Ratio(%)

1 68.9 64.3

2 64.6 67.4

3 59.7 56.3

4 53.2 47.5

5 45.3 52.6

Mean 58.1 5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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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V. 고 찰

1960년대와 1970년대에 치과용 임프란트와 살아있는 골과의 골유착

(osseointegration)이 실험적으로 소개되었다(Branemark et al.. 1969; Schroeder et 

al.. 1976). 최근 들어 이루어진 많은 연구들이 submerged 또는 non-submerged 

임프란트의 성공적인 골유착과 유지를 발표하 다. 이러한 결과를 바탕으로 골유

착율을 높이기 위해 임프란트의 모양, 크기, 구성요소와의 적합성, 표면의 특성, 수

술의 방법, 보철물의 삽입시기등에 대한 다양한 변수를 비교하여 발표하 다.  

골은 세포내 기질의 광화를 특징으로 하는 특수한 결합조직이다. 골은 각기 조

골세포(Osteoblast), 파골세포(Osteoclast), 골세포(Osteocyte), 골이장세포(Osteal 

lining cell)로 이루어져 있다. 조직학적으로 골은 미성숙골(Woven bone, Primary 

Bone)과 성숙골(Lamellar bone, Secondary bone)으로 분류된다. 순수한 타이타늄 

임프란트를 식립하기 위한 수술시 골의 devitalized zone이 형성되며 넓이의 정도

는 열에 의해 결정되는데 이는 골이 열에 매우 약하기 때문이다(Eriksson & 

Albrektsson 1983). 약 1주일 주위의 조직들로부터 조골세포들이 만들어져 골유기

기질(Osteoid)를 형성하며 미성숙골이 생성되기 시작한다(Weinlaender, 1987). 3주

에서 12주 사이에 미성숙골(Woven bone)은 성숙골(Lamellar bone)로 대체되어 지

기 시작한다. 본 실험에서도 임프란트 전체 나사산 사이에서 미성숙골이 성숙골로 

대체되어 지는 양상을 관찰할 수 있다. 골의 형성 방향은 임프란트 쪽으로 형성되

어 들어오며 절삭형 임프란트 표면위에 직접적인 골 접촉이 관찰되기도 한다. 약 

12주 후 임프란트와 골과의 계면에는 계속적인 골 형성이 일어나며 재형성이 이

루어진다. 다른 연구에서도 치유기간에 따라서 순수한 타이타늄(Titanium)주위의 

계면에서 접한 골 접촉 반응과 시간에 따라 임프란트 주변에 골양이 증가되는 

것을 관찰한 결과 수술 후 6주, 9주, 12주에 임프란트 주위에 골들이 재형성 되고 

성숙골(Lamellar  Bone)과 골수(Bone Marrow)로 구성되는 사실이 밝혀졌다

(Thomsen, 1987). 또 다른 실험에서는 임프란트 식립 후 6주 후에 상단 상단부분

의 나사선 사이의 경조직이 매우 조직화된 피질골로 구성된다는 것을 보고한 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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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 가토를 이용한 동물실험에서는 교합력을 지탱할 만한 골 생성이 이루어지려

면 임프란트 식립 후 최소 6주 정도 지나야 한다고 한다(Robert et al., 1984). 골 

형성되는 시기마다 각기 다른 기질을 주입(Alizarin, Calcein, Tetracyclin, Exitus)

하여 골의 재형성 과정을 지켜 본 결과 골의 재형성이 가장 많이 일어나는 시기

는 임프란트 식립 8주 후라고 발표하 다(Bruno Konig et al., 2001). 연구에 의하

면 2주째에는 5%, 4주째에는 24%, 6주째에는 54%, 8주째에는 63%의 골 재형성

(bone remodeling)을 보이며 가장 왕성한 활동성을 보이다가 10주째에는 5%로 낮

아진다. 이런 이유로 골의 재형성을 극대화 시키기 위해 8주째 하중을 가하는 것

(Early Loading Protocol)이 골 유착율을 높이는데 기여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Eriksson et al., 2000).

임프란트와 골 사이의 계면을 평가하기 위해 사용되는 방법에는 크게 생역학

적 검사와 조직계측학적 분석이 있다. 생역학적 검사에는 뒤틀림 제거력(removal 

torque)의 측정이 가장 많이 사용되며 조직 계측학적 분석에는 골-임프란트 접

촉의 길이에 대한 총 임프란트 길이의 비율 이나 3개의 연속된 최상의 나사선

에서의 길이의 비율 이 사용되어지고 있다(Wennerberg et al., 1996). 골 접촉율

(Bone to Implant Contact)이 반드시 골 유착율을 말 하는 것은 아니지만 이를 조

직계측학적 분석에 많이 이용된다. 임프란트의 궁극적인 목표는 구강기능의 재현

이고 이를 위한 안정적인 보철물의 사용을 위하여는 골과 임플란트의 유착율을 

높이는 것이 가장 중요한 요소이다. 한 연구에서는 최소한 50%이상의 골 접촉율

이 있어야지만 안정적인 보철물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발표하 다

(Albrektsson and Johansson, 1991a). 골유착율을 높이기 위한 많은 연구가 진행

되었다. 임프란트 표면 처리를 한 임프란트가 그렇지 않은 임프란트보다 더 높은 

골 접촉율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토끼의 경골에 순수한 타이타늄 나사형태의 

임프란트를 식립한 후 3달뒤 조직계측학적 분석을 한 실험에서 골과 임프란트의 

직접적인 접촉율은 평균 37.2% 다(Albrektsson and Johansson, 1991b). 6개의 각

기 다른 표면(electropolished, sandblasted with medium grit and acid pickling, 

sandblasted with large grit, sandblasted with large grit and acid etching, 

titanium plasma-sprayed, and hydroxyapatite plasma sprayed)을 가진 임프란트



- 14 -

의 골 유착율을 식립 6주 후에 평가하 다. 이중 sand blasted with a large grit으

로 표면처리한 임프란트가 52-58%로서 가장 높은 골유착율을 보 다(Buser et 

al., 1991). 반면에 submerged type 과 nonsubmerged type 임프란트에서는 유의성 

있는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63.4 vs 70.3% Abrahamsson et al., 1999). 임프란트 

식립 후 3개월에는 58.3%의 골 접촉율을 보 으며 6개월에는 70.3%의 골 접촉율

을 보여 점차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에 의하면 골의 질(quality)이 좋지 않을 때 임프란트의 성공률이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Jaffin RA et al., 1991; Friberg B et al., 1991). 그러므로 임프란

트가 식립된 곳에서의 골의 질은 임상적으로 매우 중요하다. 골 생성율(bone 

density)을 나사선 사이의 넓이를 생성되어진 골의 넓이의 비로 나눈 것으로 임상

적으로 골의 질을 나타낼 수 있는 지표이다. 연구에 의하면 표면처리 하지 않은 

임프란트의 골 생성률이 표면처리한 임프란트보다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Paolo Trisi et al., 2003).   

본 연구를 통해 최적화 기법을 이용하여 형상 개선된 임프란트는 정상적인 임

상적인 결과가 관찰되었으며 평균 58.1%의 골 접촉율과 57.6%의 골생성율을 나타

냈다. 이는 Johansson 과 Albrektsson이 1991년 한 실험 결과 보다 높은 골접촉율

을 보 다. 골 생성율 또한 57.6%로서 Paolo Trisi등이 제안한 low-density 

bone(<40%)보다 높게 나타났다. 하지만 보다 많은 연구와 임상적 실험을 통해 문

제점을 발견하고 이를 개선하는 연구가 필요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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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결 론

최적화 기법을 이용하여 형상 개선된 임프란트를 성견의 경골에 식립한 후 12

주간의 치유기간 경과 후 임상적, 조직학적, 조직계측학적 분석을 통한 골 임프란

트 접촉률(Bone to Implant Contact) 및 골 생성률(Bone Density)을 측정하여 다

음과 같은 결과를 얻었다.

1. 임상적으로 동요도, 염증반응이 없는 정상적인 결과를 나타냈다.

2. 조직학적으로 염증 세포 등은 관찰되지 않았으며, 해면골 보다는 치 골에 의해 

둘러싸여 있으며 임프란트 나사산 주위로 전체적인 골형성을 나타내었다.

3. 조직계측학적으로 골과 임프란트의 접촉률은 평균 58.1%, 골생성률은 57.6%를 

나타냈다. 

이와 같은 결과로 판단 할 때 응력의 분산을 위해 형상최적화(shape 

optimization) 기법을 통하여 새롭게 개발된 임프란트는 임상적, 조직학적으로 안

정되었다고 말할 수 있는 결과를 나타내었으며 보철물을 연결한 이후에도 양호한 

결과를 예측할 수 있는 골 접촉 및 골 생성률을 나타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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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부도

Figure 4. Implants placed in the tibia

         

Figure 5a, 5b. After 12 week, 

Photomicrograph of bone-implant contact(BIC)(×20)

left)the highest BIC 68.9% right)the lowest BIC 4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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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6a, 6b. Photomicrograph of Bone-Implant contact at cortical area

Most of the bone to implant contact took place in the cortical bone(left, ×20). 

Higher magnification at the cortical level(right, ×40)

         

Figure 7a, 7b. The peri-implant woven bone is reinforced by lamellar bone at 

the marrow(left ×40, right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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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8a, 8b. There is direct bone-implant contact in the almost apical 

area(left ×40). Higher magnification of the apical area(right ×100)

         

Figure 9a, 9b. There is connective tissue lining in the implant fixture surface.

(left ×40, right ×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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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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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ure 11. High magnification of the implant-bone interface for bone density 

calcul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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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Histomorphometric evaluation of the implant designed by shape 

optimization technique

Hyuk-Rak Kwon, D.D.S.

Department of Dental Science, graduate School, Yonsei University

(Diredted by Prof. Chong-Kwan Kim, D.D.S., M.S.D., Ph.D.)

Since the occlusal loading is transmitted to the surrounding bone, the 

success of an implant treatment is closely related to the distribution of the 

stress on the implant. The finite element analysis method is often used in 

order to produce a model for dispersion of stress. Assessment of the success 

of the implant is usually based on the degree of osseointegration which is a 

bone and implant surface interface. 

Implant used in this research was designed through the method of shape 

optimization after the stress on implant was anaylzed by the finite element 

analysis method. This study was pertinently assessed by a clinical, histologic, 

histomorphometric analysis after the shape optimized implant was installed on 

beagle dog tibia.

The results are as follows   

1. It clinically showed a good result without mobility and imflammatory     

reaction.

2. Implant was supported by dense bone and bone remodeling showed on the 

surrounding area of the impla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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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The average percentage of bone-implant contact was 58.1%. The percentage 

of bone density was 57.6%.

Having above results, shape optimized implant showed the pertinence 

through clinical and histologic aspects. However, to use the shape optimized 

implant, the further experiment is required for finding problems, improvemen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