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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 문 요 약 

 

기능부하의 조건 및 시기에 따른 성견모형에서의 

Aerosol Deposition HA 코팅 임플란트 주위 골반응 비교연구 

 

임플란트의 성공적인 골유착을 위해 여러 표면 처리 기술들이 개발되어 왔다. 

Hydroxyapatite(HA)는 가장 생체적합적이고 골전도성과 골활성도가 높은 재료로, 

HA를 이용한 임플란트의 표면 처리 방법들이 계속 개발되어 왔으나, 지금까지의 방

법들은 HA의 낮은 결합력으로 인해 임플란트에서 쉽게 떨어져나가거나 흡수되고, 임

플란트 제작과정에서 HA의 구성이 변하는 등의 여러 단점을 보여왔다. 그러나 최근

에 개발된 aerosol deposition HA 코팅방법은 임플란트와의 결합력이 우수하고, 치밀

하고 균일하게 얇은 HA 코팅층을 보이며, HA의 성분변화가 없는 장점을 보이는 것

으로 보고되었다. 따라서 aerosol deposition HA 코팅 임플란트의 실제적 임상과 관

련하여 기능부하를 주었을 때, 우수한 골유착과 골형성능에 대한 평가 필요성이 대두

되었다. 본 연구에서는 aerodol deposition HA코팅 임플란트를 성견에 식립하여 여러

가지 방법의 기능부하를 주고, aerosol deposition HA코팅 임플란트가 골조직에 미치

는 영향을 조직학적, 조직 계측학적, 방사선학적으로 SLA 임플란트와 비교 평가하였

다. 

성견의 양측 하악 소구치부에 aerosol deposition HA코팅 임플란트 24개와 SLA 

임플란트 24개를 식립하고, 2 개씩 짝을 이뤄 식립 2주에 loading device를 연결한 

후, early loading, progressive loading, delayed loading 을 준 군, 임플란트의 초기

고정을 약하게 하고 progressive loading을 준 군으로 나누어, SLA 임플란트와 비교 

하였다. 평가 방법은 loading 전 후의 ISQ측정을 통한 resonance frequen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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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alysis(RFA), 조직학적 분석을 통한 bone implant contact ratio(BIC), bone 

density, 형광분석을 통한 bone mineral apposition rate(BMAR), micro-CT를 이용

한 bone density와 bone volume을 비교, 분석 하였다. 

Aerosol deposition HA 코팅 임플란트와 SLA임플란트의 비교는 BIC, bone 

density, BMAR, micro CT를 이용한 bone density, bone volume의 통계학적 유의차

가 없었으며, RFA의 차이 역시 두 임플란트 사이에 통계학적 유의성이 없었다. 

Loading 방법에 따른 차이는 BIC, bone density, BMAR, RFA, micro CT에서 모두 

통계학적 유의성이 없었으며, 초기 고정을 약하게 한 임플란트와 초기고정이 좋은 임

플란트 간의 차이는 bone density, BMAR, micro CT를 이용한 bone density와 

bone volume에서 초기고정이 약한 임플란트가 높은 값을 보였으나 통계학적인 유의

성은 없었다. RFA분석에서는 임플란트 식립 초기에 ISQ 60 이하의 초기 고정력이 약

한 임플란트는 실패하였으며, 모든 임플란트에서 loading 후 높은 ISQ값을 보였다. 

BMAR 분석에서는 loading 방법의 차이와 임플란트 간 차이가 없었으나, 임플란트에 

가까울수록 BMAR 값이 높았다. Micro CT를 이용한 분석은 조직학적 분석과 비슷한 

결과를 보였다. 

본 연구에서는 제한된 실험 결과를 토대로 aerosol deposition HA 임플란트에서 

early loading 방법과 progressive loading 방법이 delayed loading과 같이 골유착과 

골형성면에서 좋은 골반응을 보였으며, 초기고정이 약한 임플란트에 progressive 

loading 을 주었을 때 초기고정이 좋은 임플란트와 비교하여 좋은 골형성을 보였으며, 

SLA임플란트와 비교하여서도 새로 개발된 aerosol deposition HA임플란트가 SLA 

임플란트와 비슷한 골유착도와 골반응을 보였다.  

 

핵심되는 말 : Aerosol deposition HA 코팅, loading, 골유착, 골량, BMAR, Micro- 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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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능부하의 조건 및 시기에 따른  

성견모형에서의  

Aerosol Deposition HA 코팅 임플란트 주위  

골반응 비교연구  

 

 

Ⅰ. 서 론 

 

1969년 Branemark1이 치과 임플란트를 개발한 이후로, 치과 임플란트의 임상적 

성공률을 높이기 위해 끊임없이 수많은 연구가 진행되었다. 여기서 임플란트의 성공

은 임플란트와 골조직간의 직접 접촉을 뜻하는 골유착(osseointegration)의 성공을 

기본 전제로 하고 있다.2,3 골유착이 이루어져야만 임플란트 보철이 효과적으로 기능

을 수행하고, 임플란트의 긍정적 예후을 기대할 수 있다. 적절한 골유착을 얻지 못

하면 식립 후 바람직한 초기 조직치유가 힘들고, 임플란트의 장기간 사용이 어렵게 

된다. 4 

Albrektsson 등5은 임플란트의 표면성질이 골유착에 영향을 주는 주요한 요소 중 

하나라고 밝힌 바 있다. 표면의 성질을 결정하기 위해 임플란트에 표면처리를 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blasting6, chemical etching7, dual acid etching(acid 

etching의 응용법)8, sandblasted and acid etched(SLA)9, plasma-sprayed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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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odized11, HA coating12, biomolecules 이나 drug coating13,14 방법들이 수 년간 

연구되었다. 임플란트 표면처리는 표면의 지형(topography)과 형태학적, 화학적 성질

을 변화시켜 표면 거칠기를 증가시키고 세포 적합도를 높여 신생골 형성을 촉진할 수 

있다. 임플란트 표면처리기술 중 가장 많이 사용되는 방법은 SLA방법처럼 임플란트 

자체의 표면을 변형시키는 방법과, HA와 같은 재료들을 임플란트 표면에 붙이는 방

법이 있다. 

 HA(Hydroxyapatite (Ca10(PO4)6(OH)2))는 사람 골조직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무

기질 성분으로 Ca/P 비율이 1.67이고 수분이 1.79 wt%을 차지하고 있다. HA는 골

조직의 미네랄성분과 친화력이 높고, 생체적합성, 화학적 안정성, 생활성, 골전도성

(osteoconductivity)을 가지고 있어, 인간의 몸에서 가장 생체적합적이고 생활성도가 

높은 재료이다. 이러한 이유로 생물의학영역에서 다양한 방법으로 사용되고 있으며, 

치과영역에서도 골변형의 치료, 골이식등 골전도 성질이 필요한 경우에 많이 사용된

다. 그러나 유용한 특징들에도 불구하고, HA의 물리적 성질은 깨지기 쉽고, 인장강도

가 낮고, 충격에 취약하여 그 사용의 한계를 가진다. 이러한 취약한 물리적 성질로 인

해 치과 임플란트 분야에서도 HA 자체를 임플란트로 사용하기보다는 티타늄 임플란

트의 표면에 적용하는 방법으로 사용되고 있다. 

 HA를 임플란트 표면에 코팅하는 방법으로는 immersion coating15, hot isostatic 

pressing16, dip coating16,17, electrophoretic deposition18, ion-beam sputtering19, 

ion beam dynamic mixing20, plasma spraying21, conventional flame spraying22, 

high velocity oxy-fuel combustion spraying23, laser ablation technique24, pulse 

laser deposition25, radio frequency sputtering technique26, biomimetic coating27이 

개발되었다. 그 중 plasma sprayed HA 코팅 방법은 산업적 생산이 용이하고, 화학적 

안정성, 효율적인 코팅 과정을 가지고 있어 많이 사용되고 있는 방법이다. Plasm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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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prayed HA 코팅 방법은 임플란트의 고정을 촉진시키는28장점을 가지고 있으나, HA

가 임플란트와 쉽게 떨어져나가 흡수되기 쉬우며29, 코팅된 HA층이 두껍고 균일하지 

않고30, 코팅 과정에서 HA 성분의 구성과 생화학적 구조가 변성되어 처음의 성분과 

달라지기 쉽다. 이러한 이유로 HA의 뛰어난 성질에 비해 임상적 활용이 지금까지 용

이하지 않았다. Plasma sprayed HA 코팅 이외의 다른 HA 코팅방법들은 HA의 침착

률이 떨어지고, 추가적인 열처리 과정도 필요하다. 열처리 과정은 HA의 변성과 결정

화를 감소시켜 골유착에 영향을 준다. 따라서 효과적으로 HA가 임플란트 표면에 코

팅되어 임플란트 표면과 적절한 결합력을 유지하고, HA의 구성이 변화되지 않는 코

팅방법의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Aerosol deposition 방법은 치밀하고 균일하게 얇은 코팅층을 만들 수 있는 방법으

로서31 최근에 이 방법을 이용한 HA 코팅법이 개발되었다. Aerosol deposition HA 

코팅 방법은 이전 연구에서32 치밀하고 균일하게 얇은 HA 코팅을 얻을 수 있으며, 

HA 성분의 변성 또한 일어나지 않았다. 보통, 코팅된 HA는 crystalline HA, β-

tricalcium phosphate(β-TCP), amorphous calcium phosphate33  로 이루어 지는

데, 이들의 비율은 임플란트의 재료나 코팅방법에 따라 다르고, 일반적으로 

crystalline HA가 많을수록 용해에 대한 저항력이 높다34. 대부분의 HA 코팅 방법에

서는 열처리 과정에서 crystalline HA 의 비율이 감소하여 코팅된 HA가 임플란트와 

분리되어 용해되는 취약점을 보인 반면, aerosol deposition 방법에서는 HA의 성분 

변화가 없어 임플란트와의 높은 결합력을 보여주었다. Park 등35과 의 연구에서도 

aerosol deposition HA코팅 임플란트 표면을 SEM, TEM, XRD로 관찰한 결과 HA층

이 매우 치밀하고 균일하였으며, alkaline phosphatase 활성도가 크게 증가하였음을 

볼 수 있었다. Hahn 등36의 연구에서는 같은 방법으로 코팅된 HA층과 임플란트 사이

의 인장강도가 매우 높았고, 나사산 전체에 걸쳐 균일한 두께(9.6㎛)로 코팅된 것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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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된 바 있다.  

선행 연구들에서 Aerosol deposition HA 코팅에 대한, aerosol deposition 코팅 방

법이 매우 용이하고, HA 코팅 결과가 치밀하고 견고하며, 결합강도가 높아 장기적으

로도 안정성 있게 사용될 수 있음을 증명하였다. 그러나 실제적인 임상적 사용과 관

련하여 기능부하를 주었을 때 aerosol deposition HA 코팅 방법이 골유착에 미치는 

영향은 연구된 적이 없다. 따라서 aerosol deposition HA 코팅 임플란트의 임상적 사

용에서 기존의 다른 표면처리 임플란트와 비교해 성공적으로 사용 가능한지를 알아볼 

필요가 있을 것이다.  

여기에 추가적으로, HA 코팅 임플란트가 초기고정 획득 여부나 기능부하 방법에 

영향을 미친다는 여러 연구들이 있어 왔는데, Mouzin등37은 4주 간의 부하를 주거나

부하를 주지 않은 상태에서 티타늄 임플란트와 HA 코팅 임플란트에 0.75 mm 

circumferential gap을 부여해 비교해 본 결과, 부하 상태에서 HA 임플란트만이 골

조직으로 치유되었으며, 부하를 주었을 때 HA 가 임플란트 주변이 치조골이 아닌 결

합조직으로 치유되는 것을 방지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하였다. Orenstein 등38의 연구

에서도 HA 코팅 임플란트는 임플란트의 초기고정을 약하게 한 임플란트에서도 골유

착이 잘 일어났다고 하였다. 따라서 aerosol deposition HA 코팅 임플란트가 초기고

정이 좋지 않은 경우에서의 골유착 성공여부와, 다양한 부하방법이 골유착에 미치는 

영향을 연구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이번 연구의 목적은 aerosol deposition HA 코팅으로 생산된 기성 임플란

트를 실험 개에 식립하고, 3 가지의 다른 부하 방법(early loading, periodic loading, 

delayed loading)과, 임플란트의 초기 고정을 일부러 약하게 한 경우에 aerosol 

deposition HA surface가 골유착 및 골밀도, 골활성도 등 골조직에 미치는 영향을, 

기존에 성공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SLA 표면처리 임플란트와 비교해 보고 그 임상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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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용도를 연구해 보고자 한다.  

 이번 연구의 가설은 기존의 HA 코팅 임플란트에 대한 기존의 연구결과와 같이 초

기고정이 좋지 않은 경우에도 HA가 골유착에 긍정적 영향을 미친다면, aerosol 

deposition HA 코팅 임플란트 역시 초기고정을 약하게 한 경우나, 임플란트 식립 초

기에 부하를 가한 경우에도 성공적인 골유착을 보일 것이다. 또한, SLA 표면처리 임

플란트와 비교해서도 aerosol deposition HA 코팅 방법이 그 유용성을 가진다면, 

aerosol deposition HA 코팅 임플란트가 SLA 표면 처리 임플란트와 견줄만한 긍정

적인 골반응을 보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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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재료 및 방법 

 

A. 재 료 

 

1. 동 물 

 

 실험 동물은 여섯 마리의 수컷 Beagle dog 을 선정하였다. 몸무게는 15~25 ㎏ 

정도이고, 구강건강과 전신건강이 양호하였다. 실험동물의 선택과 관리, 수술 과정과 

준비는 Yonsei University Review Committee 의 권고를 따랐으며, 술후 음식물 

섭취는 의도하지 않은 물리적 충격이 임플란트에 가해지는 것을 피하게 위해 실험 

기간 동안 유동식을 처방 하였고, 매주 초음파 구강세척을 실시하였다.  

 

2. 임플란트 

 

실험에 사용된 임플란트는 모두 48 개로 screw type 임플란트 였다. 이중 24 개는 

aerosol deposition 방법으로 HA 코팅된 임플란트(FX 3408, Implantium, Dentium, 

Seoul, Korea)로 길이 8 ㎜, 직경 3.4 ㎜의 internal hex connection type 

임플란트였고, 나머지 24 개는 같은 사이즈의 SLA(Sandblasted with Large grits 

and Acid etched, FX 3408,Implantium, Dentium, Seoul, Korea)표면처리 

임플란트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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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A 코팅을 위해 사용된 HA 파우더 (Alfar Aesar, Ward Hill, MA, USA)는 

1100°C 에서 1 시간 동안 열처리를 미리 거쳤으며, aerosol deposition 시스템은 

Hahn36 등의 연구에서와 같은 방법을 사용하였다.  

 

 

B. 방 법 

 

1. 실험 디자인 

 

 실험군  HA 임플란트 4 개군 및 대조군  SLA 임플란트 4 개군, 총 8 개의 군으로 

설계하였다 (Table 1). 실험개의 좌우측 하악 소구치 부위에 임플란트를 식립, 

6 마리의 개에 총 12 개의 실험부위를 정하고, 각 부위당 전방부에 2 개의 HA 

임플란트, 후방부에 SLA 임플란트를 식립하여 총 48 개의 임플란트를 식립하고, 

모든 부위는 4 개의 군으로 무작위 분류하였다. 4 개의 군은 부하를 준 방법에 따라 

나누었으며 delayed loading(DL)군, early loading(EL)군, periodic loading(PL)군, 

periodic loading & rotation mobile implant(Pm)군이다. Pm 군을 제외한 다른 

군들은 임플란트 제조사의 지시대로 torque controller 로 35N ㎝의 힘으로 식립 

하였으며, Pm 군은 Ivanoff 등 38 의 연구에서 사용한 것과 같이 렌치를 이용하여 

2 바퀴 더 시계방향으로 돌려 식립한 후, 임플란트 픽스쳐 상연이 치조골정과 

일치하도록 반대방향으로 다시 빼주는 방법으로, 토크가 불안정하고 임플란트의 

초기고정을 약하게 해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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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Experimental design. 

 

 

Table 2. Loading protocol and timetable. 

 

 

 EL 군은 부하장치 장착 직 후에 3-unit load 를 주었으며, PL 군과 Pm 군은 2 주, 

4 주, 8 주 3 차례에 걸쳐 1- unit load 를 주었고, DL 군은 8 주 후에 3-unit load 를 

주었다. 1-unit load 는 부하장치의 expansion screw 가 3/4 바퀴 도는 것으로, 

부하장치가 0.3mm 벌려지는 것으로 정의하였다. Table 2 에서 전체적인 실험의 time 

table 을 보여주며, 각 군의 부하 시기와 방법을 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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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부하장치 (Loading device) 

 

  부하장치는 지속적이고 안정된 힘을 임플란트에 가하기 위해 설계되었다. Figure 

1 은 장치의 도식화된 그림으로, 나사(expansion screw)를 이용해 임플란트와 주변 

치조골에 힘이 가해지도록 하였다.   

  

 

A                                    B 
 

Figure 1. Loading device. A schematic illustration of the loading device(A), the way of 

force applied to the implant and surrounding alveolar bone(B). 

 

3. 수술과정 

 

 수술과정은 수술실에서 멸균상태로 전신마취 하에 진행되었으며, atropine 

0.05 ㎎/㎏ SQ, xylazine (Rumpuns, Bayer Korea, Seoul, Korea) 2 ㎎/㎏, ketamine 

hydrochloride(Ketalars, Yuhan Co., Seoul, Korea) 10 ㎎/㎏ IV 를 사용하였다. 

수술 시 동물들은 2% enflurane 을 주입하고, electrocardiogram 으로 모니터링 

하였으며, 수술부위의 소독 후 2% lidocaine HCl (epinephrine 1:1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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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wangmyung Pharm, Seoul, Korea)을 주사하여 수술부위를 마취하였다. 2% 

xylazine hydrochloride (20 ㎎/㎏)를 근육주사하여 진정마취하고, Enrofloxacin 

(Baytril, 5 ㎎/㎏)을 피하로 주입하였으며, Ketorolac tromethamine (0.5 ㎎/㎏)은 

혈관주사로 투여하였다. 수술부위의 부분마취 후, 좌우측 하악 소구치를 발치하고, 

치조골정을 날카롭지 않고 평평하게 하기 위해 치조골 성형술을 시행하였다. 잇몸 

피판은 4-0 흡수성 Vicryl (Ethicone, Somerville, NJ)로 봉합하고, 수술 후에는 

5 일간 Amoxacillin/Clavulanate (13.75 ㎎/㎏), Clease (1Tab/day)를 투여하였다. 

3 개월의 치유기간을 거친 후, 발치 시와 같은 방법으로 술전 투약을 시행한 후, 

진정마취와 전신마취, 부분마취 후에 임플란트 식립 수술을 시행하였다. 전방에 심은 

2개의 HA 임플란트와 후방 2 개의 SLA 임플란트는 각자의 짝이 되는 2 개의 임플

란트 사이 거리가 부하장치가 들어갈 공간을 확보하고, 임플란트에 가해지는 힘이 주

변 골의 한곳에 집중되지 않고 적절히 분산되도록40 10㎜정도 되도록 식립 위치를 정

하였으며, 치조골정의 협설 중간에 식립하되, 협측이나 설측으로 최소 1㎜의 잔존골

을 가지도록 하였다. 

 임플란트 식립 직후, 부하장치를 제작하기 위한 인상채득을 시행하였다. 임프레션 

코핑(DPU4015HL, Dentium, Seoul, Korea)을 연결하고, 두 개의 임프레션 코핑을 

자가중합 아크릴 레진(Pattern resin, GC Dental Co., Tokyo, Japan)으로 고정하여 

pick-up 인상을 채득하였다. 

  인상채득 후, 임플란트의 안정성을 평가하기 위해 Osstell Mentor (Integration 

Diagnostics AB, Göteberg, Sweden)를 이용해 Implant Stability Quotient (ISQ)를 

측정하여 Resonance Frequency Analysis (RFA)를 시행하였다.  

  인상채득과 ISQ 측정이 끝난 후 힐링 어버트먼트(HAB 402035L, Dentium, Seoul, 

Korea)를 연결하고, 잇몸 피판은 같은 방법으로 봉합하고 일주일 후 발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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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부하장치 제작  

 

 
 

Figure 2. Picture of loading device. 

 

 임프레션 코핑에 픽스쳐 아날로그(DAN 34, Dentium, Seoul, Korea)를 연결하고, 

치과용 경석고를 이용하여 모델을 제작하였다. Internal hex type 의 Dual 

Abutments(DAB 4515HL, Dentium, Seoul, Korea)를 픽스쳐 아날로그에 연결하고, 

두 개의 임플란트가 중앙에서 만나도록 한 개는 상암(upper bar)을 한 개는 

하암(lower bar)을 가지게 주조 메탈 바를 제작하였다. 상암과 하암은 서로 평행하고, 

가운데 부분에 orthodontic mini expansion screw (Sectional screw mini, 600-

502-30, Dentarum, Scanorto, Denmark)가 들어갈 수 있는 공간을 부여하였다. 

메탈 바는 Ni-Cr-Be alloy (T3, Ticonium Co., CMP Industries Inc., Albany, 

NY)로 제작되었으며, expansion screws 를 가운데 위치시키고, alpha laser welding 

machine (Siro Lasertec, Pforzheim, Germany)으로 메탈 바에 용접하였다. 

 임플란트 수술 2 주 후, 전신 마취 하에 힐링 어버트먼트를 제거하고 부하장치를 

연결하기 위한 어버트먼트를 연결한 후, 부하장치를 self cured resin modified 

glass-ionomer cement (Rely-X, 3M ESPE, St Paul, MN)으로 접착하였다. 

대합치와 부하장치 사이의 교합간섭이 없도록, 교합조정을 시행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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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탈 바는 구부러지지 않고 스크류로부터 부여되는 힘을 임플란트에 바로 

전달되도록 적어도 3 ㎜ 두께의 Cr-Co alloy 로 제작하였으며, expansion 

screw 또한 최소 4 부분에서 laser welding 을 시행하였으며, 장치가 제대로 

작동하고 있는지 매주 검사를 시행하였다. 실험 개를 희생한 후에는 부하장치의 

효율성을 검사하기 위해, strain gauges(resistance: 120Ω, KFG-1-120-C1-11, 

Kyowa, Chofu, Japan), amplifier (PCD-300B, Kyowa, Chofu, Japan), data 

acquisition program (DCS-100A, Kyowa, Chofu, Japan)을 통해 stress-strain 

을 평가해 보았다. 

기능부하 기간 동안 매주 구강위생술식을 시행하며, 접착제가 녹았는지 평가하고, 

장치의 접합부가 파절 되었는지 검사하여 의도된 기능부하가 잘 부여되도록 하였다. 

 

5. 평가 방법 

 

1) Resonance Frequency Analysis(RFA) 

 

 ISQ 수치는 임플란트 수술 시와 실험개의 희생 직전에 측정하였다. 한 개의 

임플란트를 4 차례 측정하고, 네 수치의 평균값을 내어, 부하 전 후를 비교해 보았다. 

 

2) 조직학적 분석 

 

 실험 개는 부하장치를 장착한 지 12 주 후에 thiopental 를 과용량 투여하여 

희생시켰으며, 부하장치와 어버트먼트는 제거하여 작업모형에 다시 장착하여 stress-



 

13 

strain 을 측정하였다. 임플란트와 치조골을 포함한 하악골을 제거하여, 2 주간 10% 

formalin (pH 7.0)에 고정하고, 시편제작 전까지 70% ethanol 에 보관하였다. 

100%의 알코올농도를 가질 때까지 탈수시키고, 10 일간 methylmethacrylate 

(Technovit 7200VLC, Heraeus Kulzer, Dormagen, Germany)에 embedding 하였다. 

하악골을 cutting system (Exakt 300, Kulzer, Norderstedt, Germany)을 이용하여 

협설 방향으로 절단하고, 임플란트 장축에 평행하도록 시편을 제작하였다. 시편 

두께가 30 ㎛가 되도록 그라인딩 시스템(Exakt 400CS, Kulzer, Norderstedt, 

Germany)으로 그라인딩 하였다. 시편은 Hematoxylin-eosin (H&E) 염색하고, 

현미경(DM LB, Leica, Wetzlar, Germany)으로 100X 배율로 관찰하고 비디오 

카메라(DC 300F, Leica, Wetzlar, Germany)로 촬영하였다. 협설 방향으로 절단한 

시편 제작 후, 시편으로 절단하지 않은 남은 한쪽 블록을 근원심 방향으로 절단하여, 

임플란트의 근원심부 조직 시편을 같은 방법으로 제작하였다. 

 

 

 

Figure 3. Direction of section for making histological specim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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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조직형태학적 분석 

 

 골조직과 임플란트의 접촉면비율인 BIC 는 전체 임플란트 면적에서 임플란트와 

뼈가 접촉하는 면적의 비율로 정의할 수 있다. BIC 를 결정하기 위해 100 배율의 

조직사진에서 computer software (SPOT ver. 4.1, Diagnostic instruments Inc., 

Sterling heights, MI)를 이용해 임플란트가 뼈와 접촉된 부위와, 전체 임플란트 

부위를 측정하였다. 

 나사산사이의 골밀도인 BD 는 100 배율의 사진에서 첫 번째와 두 번째 큰 나사산 

사이 공간에서 전체 면적대비 뼈가 차지하는 면적의 비율로 정의하였다. 골면적을 

측정하고 계산하는 것은 BIC 와 같은 방법을 사용하였으며, 측정과 계산은 실험에 

참여하지 않은 한 명의 연구자가 담당하였다.  

 

4) 형광분석 

 

 Oxy-tetracycline(20 ㎎/㎏)을 식염수(100 ㎎/㎖, Oxyvet-100, Pfeizer, New 

York, NY)와 혼합하여 부하장치 장착 8 주 후에 혈관주입하고, Calcein blue(5 ㎎/㎏, 

Sigma chemical, St Louis, MO)를 100 ㎖의 2% sodium bicarbonate 용액에 

희석하여 부하장치 장착 10 주 후에 혈관주입 하였다. 골의 광화 작용으로 

형광염색제가 골조직에 침착되어 염색되고, 새로운 골조직의 형성 부위를 나타내게 

되는데, 파장이 450 ㎚ 에서 490 ㎚ (ultraviolet filter) 와 515 ㎚에서 560 ㎚ 

(green filter)인 필터를 이용하여 Fluorescence microscopic image(DM LB, Leica, 

Germany)를 촬영하고 BMAR(Bone mineral apposition rate) 을 측정한다. BMAR 

은 광화된 부위/전체 골량(X 100)으로 정의할 수 있고, 형광 사진에서 밝은 부위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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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화된 부위로, 측정된 BMAR 로 골조직의 리모델링 활성도를 알 수 있다. 이 

연구에서는 세 영역으로 나누어 측정하였는데, BMAR-1 은 나사산 사이의 부위에서 

측정하였으며, BMAR-2 는 나사산에서 200 ㎛거리의 부위, BMAR-3 는 나사산에서 

200 ㎛에서 500 ㎛사이의 부위이다(그림 4). BMAR 의 측정은 BIC 와 BD 를 측정한 

연구자가 counting software (Image-Pro plus Ver. 4.5, Media Cybernetics Inc., 

Silver Strings, MD, USA)를 이용하여 계산하였다.  

 

 

Figure 4. A schematic illustration of region of interests for histomorphometric analyses. 

(BIC: Bone to Implant contact, h-BD: Inter-thread Bone Density in the histological 

images, BMAR-1: Bone Mineral Apposition Rate within the implant threads, BMAR-2: 

Bone Mineral Apposition Rate from the line connecting the outer surface of implant 

threads to 200 ㎛, BMAR-3: Bone Mineral Apposition Rate from 200 ㎛ to 500 ㎛ outer 

surface of impla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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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Micro-CT 를 이용한 분석 

 

Micro-CT 는 micro CT scanner (Skyscan 1076, Belgium)를 이용하였고, 

이미지는 100 ㎸ 전압, 100 ㎃ 전류, 18 ㎛ resolution, 0.5 도의 rotational 

step(aluminum combination filter)를 통해 얻었고, 모든 이미지는 digital x-ray 

카메라에서 10-megapixel (4000 X 2300X 16 bit)로 2000 X 1000-pixel TIF 

file 로 저장하였다. 

Bone Density (BD)는 근원심으로 절단된 4 ㎜ X 8 ㎜ (그림 5) 사이즈의 

micro-CT 이미지상에서 Hounsefield Unit(HU)로 계산하였고, Bone 

volume(BV)은 직경 4 ㎜, 높이 9 ㎜의 원통형 삼차원 이미지에서 임플란트를 제외한 

골량(㎣)으로 정의하여 재조합된 이미지 상에서 CT An (ver. 1.5, SkyScan, 

Aarteselar, Belgium)으로 계산하였다.  

 

                       

               A                                           B 

Figure 5. Schematic illustrations of region of interests for bone density(BD) and bone 

volume(B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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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통계학적 분석 

 

임플란트 개체수가 많지 않으므로 비모수 분석을 실시하였으며, aerosol deposition 

코팅 임플란트와 SLA 임플란트의 비교는 mann whitney U test 를 이용하였고, 

그룹간 차이는 kruskal wallis test 를 이용하여 비교 분석하였다. 다중 비교 

방법으로는 Dunn procedure 를 이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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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결 과 

 

A. 임상적 관찰 

 

  실험에 사용된 모든 개는 건강상태가 모두 양호했으며, 발치후의 치유 또한 특이할 

만한 합병증이 발생하지 않았다. 그러나 각 개체마다 구강건강상태는 많이 달랐으며, 

2 번 개와, 4 번 개, 5 번 개에서 전체 9 개의 임플란트가 실패하였다. 이 중 5 개의 

임플란트는 부하장치를 장착시 임플란트 픽스쳐의 초기고정실패로 발거 하였으며, 3 

개의 임플란트는 실험이 종료된 후 조직학 시편 검사결과 전방부 견치 치근에 임플란

트 일부가 식립되어 실패로 분류하였으며, 나머지 실패한 1개의 임플란트는 발거되지

는 않았지만, 조직학적 시편에서 골유착이 실패하고 fibro-encapsulation 되어 실패

로 분류하였다.  

초기고정실패로 발거한 5 개의 임플란트와 짝을 이루는 임플란트는 장치를 장착하

지 않고 submerge하였으며, 차후에 실패로 분류한 4 개의 임플란트는 원래의 계획

대로 기능 부하을 주고, 옆에 있는 임플란트는 원래의 군으로 분류하였다. 다시 분류

된 그룹은 Table 3에 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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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3. Finally classified experimental groups.

 

 

 

B. Resonance Frequency 분석 

 

  임플란트 식립 수술 직후 와 희생 직전 ISQ 값을 측정하였으며, 임플란트 식립 

직후와 희생 직전의 두 값의 차이를 Kruskal-Wallis Test 를 통해 비교해보았으며, 

Wilcoxon Two-Sample Test 로 각 군을 비교해 보았다. Table 4 는 측정한 

ISQ 수치의 mean 값을 나타내며, Table 5 에 이를 그래프로 표시하였다. 각 군간의 

차이는 통계학적 유의성이 없었고, 임플란트 식립시와 희생 직전의 ISQ 값이 

통계학적 유의차가 없었으나, PL-SLA 군을 제외한 모든 군에서 기능부하 후에 

ISQ 값이 증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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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4. Mean ISQ value by time. 

 

Table 5. Graph of mean ISQ value by time. 

 

 

C. 조직학적 관찰 

 

임플란트와 골조직이 직접 접촉을 이루고 있으며, 임플란트의 근단부는 골수 

공간이 매우 크고 골조직이 치밀하지 않았다. 대부분의 조직학 시편 사진에서 

임플란트의 협측 골소실이 관찰된다. 조직학적 시편사진에서 치주골의 형태학적 

결과는 실험 개 마다 달랐는데, Figure 6 의 A, D, E, F 시편 모두 PL-HA 군에 속한 

HA SLA 

ISQ(before loading) 
 

ISQ(after loading) ISQ(before loading) ISQ(after loading) 

DL 69.8±97 73±4.91 64±3.46 76± 7.56 

EL 73±3.08 74.3±3.63 64.8± 3.74 73.3± 8.46 

PL 70.7±6.28 72.9±3.86 72.5± 3.41 71.8±4.85 

Pm 63.8±0.35 75±3.01 62± 2.12 70.9±5.48 

ISQ(before loading) 

ISQ(after loading) 

ISQ(before loading) 

ISQ(after loading) 

ISQ(before loading) 

ISQ(after loading) 

ISQ(before loading) 

ISQ(after loading) 

ISQ(before loading) 

ISQ(after loading) 

ISQ(before loading) 

ISQ(after loading) 

ISQ(before loading) 

ISQ(after load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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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체이지만, A 와 비교해 볼 때 C 는 협측골 소실이 전혀 없었고, D 는 골유착이 

실패하였고, E 는 협측골 뿐 아니라 설측 변연골 소실도 관찰된다. B 는 협설 방향으로 

절단된 시편을 제작하고 남은 한쪽을 근원심으로 절단한 조직학 사진으로, 

골수강에서도 임플란트 주변은 골형성으로 인해 골유착이 일어난 것을 볼 수 있다. 

 

    

A                            B             

    

      C                               D                              E 

Figure 6. Pictures of histological finding. A. Histologic picture of bucco-lingually 

sectioned specimen. B. Hostologic picture of mesio-distally sectioned specimen. C.D.E. 

Histologic pictures of bucco-lingually sectioned specimen of PL-HA group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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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BIC(%) 

 

  SPOT system 을 이용하여(figure 7) 조직학 단면 사진에서 전체 임플란트 표면의 

길이와 임플란트와 접하고 있는 골조직의 접촉길이로 BIC 를 측정하였다. BIC 는 

Table 6 에 보이는 바와 같으며, 각 군별 mean BIC 는 Table 7 에 그래프로 

표시하였다. HA 임플란트와 SLA 임플란트의 차이가 없었고, 각 군간의 차이 또한 

통계학적 유의차가 없었다. 

 

     

             A                                                 B 

Figure 7. BIC calculation by SPOT system. A. Total implant surface on histological image. 

B. Bone contacted area to implant surface on same image. 

 

 

 



 

23 

Table 6. Mean BIC(%) of bucco-lingually sectioned specimen. 

 

 

 

Table 7. Mean BIC(%)of bucco-lingually sectioned specimen. 

 

 

 

 

 

 

 HA SLA 

DL 65.42±10.46 41.91±15.58 

EL 32.59±8.81 36.65±16.74 

PL 27.79±13.18 54.06±15.73 

Pm 33.40±14.83 37.49±8.28 

B-L BI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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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원심 절단면에서 측정한 BIC 는 Table 8 에 그래프로 표시하였다. 근원심 

방향으로 절단한 시편에서의 BIC 는 작은 나사부위의 BIC 와 큰 나사산 부위의 

BIC 가 통계학적으로 유의차는 없었으나 DL 군에 비해, EL 군과 PL 군의 작은 나사 

부위에서의 BIC 가 비교적 높게 나왔으며, Pm 군에서도 작은 나사 부위의 BIC 가 

매우 낮았다. 

 

Table 8. Mean BIC(%) of mesio-distally sectioned specim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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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Bone density(%) 

 

 

Figure 8. Bone density calculation by SPOT system. 

 

 Bone density 는 SPOT system 상에서 상방 2 개의 큰 나사산 사이에서 골조직의 

면적으로 측정하였으며(figure 8), Table 9 과 10 에서 mean bone density 를 표와 

그래프로 표시하였다. PL 군과 Pm 군은 HA 그룹과 SLA 그룹 모두에서 다른 군에 

비해 높은 mean BD 를 가지고 있었다. 또한 HA 그룹은 같은 로딩방법을 가진 SLA 

그룹에 비해 높은 mean BD 를 가지고 있었으나 군 사이의 통계학적 유의차는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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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9. Mean bone density(BD) value (%). 

 

 

Table 10. Mean bone density(%)of bucco-lingually sectioned specimen. 

 

 

 

 

 

 

 HA SLA 

DL 71.45 ± 9.26 64.53 ±4.96 

EL 77.93 ±16.95 62.92 ±8.24 

PL 77.93 ±16.95 76.44 ±5.33 

Pm 80.82 ± 4.16  72.71 ±12.32 

B-L BD 



 

27 

  근원심 절단면에서의 bone density 는 Table 11 과 12 에 각기 표와 그래프로 

표시하였다. 근원심 면에서 측정한 bone density 에서는 HA 임플란트와 

SLA 임플란트 모두에서 Pm 군의 bone density 가 다른 군에 비해 높게 나왔으나 

통계학적 유의성은 없었으며, 두 임플란트간의 차이, 각 군별 차이 역시 통계학적 

유의차가 없었다. 

 

 

Table 11. Mean bone density value of mesio-distally sectioned specimen(%). 

 

 

Table 12. Mean bone density(%) of mesio-distally sectioned specimen. 

 

 

 HA SLA 

DL 60.16 ± 25.85 62.15 ±19.78 

EL 62.15 ±33.34 47.84 ±22.81 

PL 44.16 ±24.89 41.78 ±22.35 

Pm 78.54 ± 3.51  65.91 ±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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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one density 는 micro CT 상에서 측정한 bone volume 과 비교하고 

3 차원적으로 해석하기 위해, 근원심면에서 측정한 값과 협설면에서 측정한 bone 

density 값의 평균값을 내어 Table 13 에 그래프로 표시하였다. 결과는 

HA 임플란트와 SLA 임플란트 간의 차이가 각 단면에서 측정한 바와 같이 통계학적 

유의성이 없었으며, 각 군별 차이 역시 Pm 군이 비교적 높은 값을 가지나 통계학적 

유의성은 없었다. 

 

Table.13. Mean value of buccolingual bone density and mesiodistal bone dens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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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 형광 분석 

 

  a b 

Figure 9. Fluorochrome Analysis. 

 red arrow: Oxytetracycline layer, blue arrow: Calcein blue layer. 

 

형광분석을 통해 bone mineral apposition rate 를 측정하였으며, Figure 9 에서 

보이는 바와 같이 loading device 장착 8 주 후에 투여한 Oxytetracycline 은 녹색 

필터로 본 사진에서 노란색으로 발광되었고, 10 주에 투여한 Calcein blue 는 

초록색으로 발광되었다. 임플란트 표면에서부터의 거리로 정의된 BMAR 1, 2, 3 를 

각기 측정하여 Table 14 와 15 에 각기 표와 그래프로 표시하였다. 

 BMAR-1 의 각 그룹간 차이, BMAR-2 에서의 그룹간 차이, BMAR-3 에서의 

그룹간 차이가 모두 통계학적으로 유의차가 없었다. 각 군내에서 BMAR 1, 2, 3 의 

차이는 DL-SLA 군, EL-SLA 군, PL-SLA 군에서 BMAR-1 이 BMAR-2, 3 보다 

높은 값을 가졌다(DL-SLA 군의 P=0.0373, EL-SLA 군의 P=0.0068, PL-

SAL 군의 P=0.03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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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4. Mean BMAR value(%). 

 
HA SLA 

BMAR-1 BMAR-2 BMAR-3 BMAR-1 BMAR-2 BMAR-3

DL 4.91±3.19 2.73±1.02 2.00±0.58 7.85±3.29 3.25±1.07 3.69±1.32

EL 4.20±2.05 3.01±3.02 1.43±0.77 6.97±2.10 3.01±0.73 2.26±1.16

PL 4.18±3.24 1.52±0.94 2.34±2.16 4.38±0.93 2.10±0.52 2.62±0.61

Pm 6.73±1.79 1.92±0.16 1.92±0.29 9.49±3.19 4.70±2.08 2.37±1.08

 

 

 

Table 15. Mean BMAR(%). BMAR-1: Bone Mineral Apposition Rate within the implant 

threads, BMAR-2: Bone Mineral Apposition Rate from the line connecting the outer 

surface of implant threads to 200 ㎛, BMAR-3: Bone Mineral Apposition Rate from 200 ㎛ 

to 500 ㎛ outer surface of impla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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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6. Mean micro CT-bone density value(HU). 

 

 

 

Table 17. Mean micro CT-bone density (HU).

 

 

 

 

 

 

 HA SLA 

DL 11004.57±161.71 11059.74±123.61 

EL 11099.66±203.88 10866.09±163.22 

PL 10869.73±160.43 10854.06±159.76 

Pm 10994.90±146.93 11030.41 ±56.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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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Bone volume(BV) 

 

Micro CT 에서 측정한 bone volume 은 Table 18 와 19 에 표와 그래프로 

표시하였다. HA 그룹 내의 각 군의 통계학적 유의차가 없었으며, SLA 그룹 내 

군사이의 mean bone volume 역시 통계학적 유의차가 없었다. 또한 HA 임플란트와 

SLA 임플란트의 유의차 역시 없었다. 

 

Table 18. Mean micro CT-bone volume value(㎣). 

 

Table 19. Mean micro CT-bone volume(㎣).    

 

 HA SLA 

DL 16.92±3.28 16.10±2.93 

EL 17.91±2.54 13.21±1.98 

PL 16.83±3.45 17.37±5.42 

Pm 21.39±0.13 22.17±0.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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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토 의 

 

치과 임플란트는 우리 인체의 다른 부위의 임플란트와 비교해 치조골에 식립되어 

구강 내에서 지속적인 세균에 노출 되어 있으며, 강하고 반복적인 힘인 교합력을 받

는다는 특성을 가지고 있다. 이러한 환경에서 치아를 대체하고 그 기능과 영속성을 

유지하게 위해 임플란트의 재료, 디자인, 표면처리, 술식 등의 끊임없는 연구가 있어 

왔다. 수술을 통해 임플란트가 골조직에 식립되면 골조직은 반응을 하여 bone 

remodeling을 통해 더 많은 골이 형성되어 교합력을 지탱할 수 있도록 임플란트가 

단단하게 고정되기도 하고, 임플란트가 골조직과 반응하여 오히려 임플란트 주변의 

골이 소실되고 mucosal barrier의 붕괴로 임플란트 주위염이 발생하거나 골유착에 실

패하거나 하기도 한다. 이러한 임플란트의 실패는 골질과 밀접한 관계를 가지는데, 골

질은 임플란트 식립 전에 이미 결정되어 있기도 하지만, 골에 가해지는 적절한 자극

과 치료 술식, 임플란트 특성 등으로 임플란트 주위 골질이 좋아지고 골량이 증가할 

수 있다. 이런 면에서 HA 코팅 임플란트는 뛰어난 골전도성을 가지고, 임플란트와 골

유착을 증진시키는 임플란트로 골질이 좋지 않은 경우에도 좋은 결과40, 41, 42를 보여

왔으며, 그 중 Aerosol deposition HA 코팅 임플란트는 기존의 HA 코팅 임플란트의 

여러 단점을 극복하고 좋은 실험적 결과를 보여주었다. 따라서 이번 연구에서는 

aerosol deposition HA 임플란트에 여러 가지 기능부하 방법을 적용해 그 임상적 활

용성을 평가하고, 또한 근래 널리 사용되고 있는 SLA 표면처리 임플란트와 비교해 

aerosol deposition HA코팅 임플란트가 가지는 유용성을 평가해 보고자 하였다. 

전체 48 개의 임플란트 중에서 실패한 9 개의 임플란트가 구강 건강상태가 좋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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않았던 세 마리의 개에서 집중적으로 발생하였다. 2 번개에서 3 개, 4 번개에서 3 개, 

5 번 개에서 3 개가 실패하였는데, 3 개의 임플란트는 전방에 있는 견치 치근에 식립

되어 실패로 분류되었고, 나머지 6 개의 임플란트는 초기고정 실패나, 골유착 실패가 

원인이었다. 같은 임플란트 종류와 같은 부하 방법을 가진 경우에서도 개에 따라 조

직학적 사진상에서 골흡수와 골유착도가 크게 차이가 나는 것으로 보아, 개체의 구강

건강상태나 골질등 개체 인자가 임플란트의 성공과 실패에 영향을 미쳤음을 알 수 있

다. 

실패가 집중된 세 마리의 개에서는 발치 시 다른 개에 비해 치아의 발거가 쉽게 되

었고, 조직학 사진에서도 피질골이 얇고, 골소주가 성긴 특징을 가지고 있었다. 골유

착이 실패한 6개의 임플란트 중에서 4 개가 SLA 임플란트 였으며 4 개가 Pm 군이

었다. 이는 SLA 임플란트가 HA 임플란트에 비해 골질이나 구강 건강상태에 비교적

쉽게 영향을 받았기 때문인 것으로 보이며 HA 임플란트가 골질이 좋지 않은 경우에

도 좋은 결과를 보인다는 연구결과42와 같다. 또한 Pm 군에서처럼 초기 고정력을 약

하게 한 경우에 임플란트 실패율이 높은 것은 초기 고정력이 약하거나 골질이 좋지 

않을 때 임플란트의 실패가 호발 한다는 기존의 연구43, 44와 같은 결과를 보인다. 

Ostman 등45의 논문에서 ISQ값이 60 이상인 경우에만 상악 무치악이나 하악 구치부

에서 임플란트에 조기 부하를 가할 수 있다는 결과를 보고한 바 있다. 이번 실험에서 

골유착에 실패한 6 개 임플란트의 초기 ISQ값의 평균이 48.54이고, 실패한 임플란트에

서는 ISQ값이 60보다 큰 임플란트가 없었다. 따라서 초기 고정력이 좋지 않은 것은 임

플란트의 실패를 일으킬 수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증명한다. 골유착에 성공한 모든 임

플란트가 초기 ISQ 값이 60 이상이었고, 이들 임플란트에서 조기부하나 점진적 부하를 

가한 군들이 부하 후에 ISQ 값의 증가를 보였으며, 초기고정을 약하게 한 군에서도 초

기 ISQ 값이 60을 넘은 경우, 점진적 부하 후 평균 70 이상의 ISQ 값을 보였다. 임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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란트의 안정성을 평가하는 ISQ 수치가 임플란트 주위 골조직의 골질을 평가하는 신뢰

성 있는 수단46으로서, 60 이하의 ISQ 수치를 보이는 경우 점진적 부하나 조기부하 방

법으로 부하를 주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된다.  

초기의 ISQ값이 매우 높아 부하 후에 ISQ 값이 오히려 줄어든 것으로 판단되는 

PL-SLA군을 제외하면, 대부분의 군에서 초기 ISQ 값에 비해 12 주의 기능부하 후

의 ISQ 값이 높게 나왔다. 이는 적절한 기능적 부하가 가해질 경우, ISQ 값이 HA 임

플란트와 SLA 임플란트 모두에서, 부하의 방법에 상관없이 임플란트의 고정력이 좋

아 질 수 있음을 의미한다. 

전방부에 식립된 HA 임플란트의 초기 ISQ값이 후방부에 식립된 SLA 임플란트의 

초기 ISQ에 비해 대체로 높은 값을 가진다. 이는 성견의 하악에서 전방부 골질이 후

방부 골질에 비해 더 단단하고 치밀하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능부하 후의 ISQ 값은 두 임플란트 모두 비슷하게 나왔다. 또한 초기고정을 약화시

킨 Pm 군의 경우 두 임플란트 모두 초기 ISQ 값이 다른 군에 비해 낮음에도 기능부

하 후의 ISQ 값이 다른 군과 비슷하게 좋은 수치를 보인 것은, 초기고정이 좋지 않더

라도 초기 ISQ 값이 60을 넘어 부하를 견딜 수 있는 임플란트라면 기능부하 후에 초

기 고정이 좋은 임플란트 못지 않은 좋은 결과를 가질 수 있으며, 적절한 기능부하가 

골유착에 긍정적 영향을 주었음을 의미한다. 

Bone implant contact ratio(BIC)는 부하방법에 따른 차이는 통계학적으로 유의성

이 없었으나 SLA 임플란트는 PL 군이 비교적 높은 BIC를 보였으며, HA 임플란트는 

DL 군보다는 조기부하나, 점진적인 부하를 받은 군들이 비교적 높은 BIC를 보였다. 

이는 통상적인 delayed loading을 주는 방법에 비해 점진적인 부하나, 조기 부하를 

주는 경우 증가된 BIC를 보인다는 여러 논문들47, 48, 49과 같은 결과를 보여준다. 

Mouzin 등37이나 Degidi 등50의 논문에서 식립 초기부터 적절한 부하를 받을 때 H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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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플란트는 높은 BIC를 가진다고 하였으며, 이번 실험 결과에서도, HA 임플란트는 

점진적인 부하나, 조기에 부하를 주는 경우 더 좋은 골유착을 보였다.  

통상의 조직학 시편은 협설 방향이나, 근원심 방향 한쪽으로만 임플란트를 절단하

여 시편을 제작하게 된다. 이런 방법은 보고자 하는 면 한쪽만 볼 수 밖에 없는 단점

이 있다. 임플란트 주위 골은 임플란트를 둘러싼 3차원적인 구조를 가지므로 2차원적

인 하나의 단면만으로 결과를 보는 것은 오류가 있을 수 있다. 따라서 이번 연구에서

는 협설 방향 이외에도 근원심 방향으로 절단한 시편을 제작하였다. 임플란트 중앙에

서 협설 방향으로 절단한 후, 한 쪽을 협설 시편으로 만들고, 나머지 한 쪽을 근원심 

방향으로 절단하여 근원심 조직학 시편을 제작하였다. 두 가지 시편을 종합하면 임플

란트 주위 골의 반응을 3차원적으로 해석하는 것이 가능하다. 

이번 연구에서 협설면에서의 BIC는 SLA 임플란트와 HA 임플란트의 통계학적 유

의차이가 없었다. 그러나 전체적으로 SLA 임플란트가 더 높은 BIC를 보이며, 각 군

별로 비교해 보아도 SLA 임플란트가 HA 임플란트보다 높은 BIC를 보이고 있다. 그

러나 근원심 면에서의 BIC에서는 군 별로 차이가 있으나, HA 임플란트가 SLA 임플

란트보다 낮은 BIC를 보인다고 할 수 없다. 각 군 별 임플란트 수가 많지 않아 전체

적으로 통계학적 유의차가 나오지는 않았으나, 하악의 치조골이 후방부에 비해 전방

부가 얇은 특성을 가지고 있고, 전방부에 심겨진 HA 임플란트가 주변 치조골의 폭이 

좁아 협측 변연골 소실이 많았던 것으로 해석된다.  

근원심 시편에서 BIC는 두 임플란트 모두에서 delayed loading 군에서는 전체 BIC

에 비해 작은 나사부위의 BIC가 매우 낮고, 조기부하나 점진적인 부하를 준 군의 경

우 작은 나사 부위에서의 BIC가 높은 경향을 보였다. 이는 조기부하가 변연골 흡수를 

최소화한다는 Appleton 등51이나 Khorshid 등52의 연구결과와 일치한다. 초기 고정

을 좋지 않게 한 군에서는 작은 나사 부위의 BIC가 아주 낮은 것으로 보아, 초기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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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좋지 않은 경우 점진적인 부하를 가하여도 전체적인 BIC에 비해 변연골 흡수는 

심하다고 말할 수 있으며, 이는 de Almeida 등53의 연구에서 골질이 좋지 않은 경우

에 같은 부하에도 피질골에 응력이 집중된다는 결과와 연계하여 해석할 수 있다. 초

기 고정이 나쁜 임플란트는 수술시부터 임플란트와 골간의 직접 접촉이 많지 않고, 

임플란트 근접부위의 골질이 좋지 않으므로, 부하장치로부터 나오는 힘이 변연골에 

집중되어, 변연골 흡수를 야기한 것으로 해석된다. 

Bone density(h-BD)는 첫 번째와 두 번째 큰 나사산 사이 공간의 골밀도를 측정

하였다. 몇 개의 시편에서 협측 변연골 흡수가 상당하였고, 근단부에는 골수조직이 커

서 골질이 거의 없었으므로, 작은 나사 하방에 있는 두 개의 큰 나사 부위로 그 범위

를 한정하였다. 두 임플란트간의 차이와 군들의 차이가 통계학적 유의 성은 없었으나, 

HA 임플란트의 경우 협설 방향에서 측정한 BD와 근원심에서 측정한 BD 모두에서, 

초기고정을 약하게 한 임플란트에 점진적인 부하를 주었을 때 높게 나왔고, SLA 임

플란트의 같은 군에 비해서도 높은 bone density를 보이고 있다. 따라서 초기고정이 

약한 경우 HA 임플란트를 이용해 점진적인 부하를 주는 방법을 사용하면, 초기고정

이 좋은 경우에 비해 나쁘지 않은 결과를 가질 것으로 예상해 볼 수 있다.  

형광분석에서는 마지막 부하를 주는 시기에 일어나는 bone remodeling activity를 

관찰하기 위해, 부하를 주기 시작한지 8주와 10주에 각각 Oxy-tetracyclin 과 

Calcein blue를 투여하여 bone mineral apposition rate(BMAR)을 측정하였다. 임플

란트 나사산 사이와 임플란트로부터 거리 200㎛, 500㎛ 떨어진 부위의 BMAR을 측

정하여 비교한 결과, HA 임플란트와 SLA 임플란트의 차이는 통계학적 유의차가 없

었고, 각 군별 차이 역시 없었다. 그러나, 두 가지의 임플란트 모두에서 초기고정이 

좋지 않은 임플란트의 BMAR이 가장 높게 나왔으며, 조기부하와 점진적 부하를 준 

임플란트에 비해 8주에 부하를 준 delayed loading 임플란트의 BMAR이 높게 나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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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이는 조기 부하나, 초반부터 점진적인 부하를 준 임플란트의 경우 이미 형광염색

제 투여 이전에 bone remodeling이 일어났음을 보여주며, delayed loading 임플란트

는 부하를 준 8주에 임플란트 주변 골조직의 remodeling이 일어났음을 보여준다. 같

은 점진적인 부하 방법으로 점진적인 부하를 주었어도, 초기 고정이 좋은 군에서는 

식립 초기에 어느 정도의 bone remodeling 이 완성되지만, 초기 고정이 좋지 않은 

군에서는 계속적인 bone remodeling을 통해 임플란트의 골유착이 일어나는 것으로 

보인다. 

Coelho등54은 임플란트에서 거리가 가까울수록 BMAR이 현저히 높다고 하였다. 이

번 연구에서는 SLA 임플란트의 delayed loading군, early loading 군, progressive 

loading 군에서 나사산 사이에서의 BMAR 이 200㎛, 500㎛ 거리에서의 BMAR보다 

높게 나왔다(순서대로 p=0.0373, 0.0068, 0.0366). SLA 임플란트의 Pm 군이나 

HA임플란트의 경우 통계학적 유의성은 없었으나, 임플란트 근접부의 BMAR이 먼 거

리보다 더 높은 remodeling activity를 보였다. 이 같은 결과는 적절한 힘이 주어지면 

bone remodeling activity를 향상시켜 골침착을 일으킨다는 기존의 연구들과 맥락을 

같이하며, 응력이 높은 임플란트 주변 골조직이 더 활발한 remodeling activity를 보

인다는 것을 증명한다.  

Micro CT image를 이용한 bone density 분석에서는 두 개의 임플란트 사이와, 부

하를 준 방법들 사이의 통계학적 유의 차가 없었다. CT 이미지 상의 BD는 근원심측 

절단 영상을 이용해 측정한 수치로, 조직학적 분석의 근원심 절단 시편과 비교해 볼 

수 있는데, HA 임플란트에서는 EL군을 제외하고는 대체로 비슷한 패턴을 보인다. 조

직학적 분석에서는 두 개의 큰 나사에서 나사산 사이 부위만 측정하였으나, CT 이미

지 분석에서는 임플란트를 포함한 4㎜*8㎜ 직사각형 부위의 BD를 측정한 것으로 방

법적인 차이와 측정부위가 다른 차이가 있었으나, 조직학 분석과 대체로 비슷한 경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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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보이고 있었다. 

 Bone volume 분석에서도 두 임플란트 간, 각 군간의 차이는 없었다. Bone volume

은 조직학 시편에서의 협설측과 근원심 bone density의 평균값과 비교해보면 역시 

같은 경향을 가진다. Uchiyama 등55의 연구에서 micro CT를 이용한 방법이 통상의 

조직학적 분석법과 같이 높은 신뢰성을 가진다고 보고한 바 있다. 물론 CT이미지를 

이용한 분석은 임플란트 주변의 blurring으로 조직학적 분석보다는 그 정확도가 떨어

질 수 밖에 없고, 이번 연구에서도 조직학적 분석과 완전히 같은 결과를 보이지는 않

는다. 그러나 대체로 비슷한 경향을 보이는 것으로 보아, 임플란트 주변의 3차원적 

검사로서, 임상적, 생물학적으로 실질적인 주변골의 양과 밀도를 분석하는데 있어 충

분한 의미를 가지며, 비파괴적 검사로서의 micro CT 이미지 분석이 활용도가 높을 

것으로 생각된다.  

이번 연구에서 사용한 부하장치는 Gotfredsen 등56의 연구에서 사용한 expansion 

screw의 방향을 변형시켜 상하 방향으로의 부하를 받도록 설계하였다. 따라서 한 쪽 

임플란트는 수직 방향의 인장력을, 다른 한 쪽 임플란트는 수직 방향의 압축력을 지

속적으로 받게 된다. 이전의 연구들에서 부하를 부여하는 방법이 uncontrol loading인 

반면, 이 연구에서 사용된 방법은 적당한 양의 힘을 계속적으로 임플란트에 부여하도

록 디자인 되었고, stress-strain gauge를 통해 임플란트에 제대로 힘이 전달되고 있

음을 확인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힘은 실제로 구강내에서 저작시 임플란트가 받는 힘

과 다르고, functional loading이 아닌 static loading을 받는다는 실험의 한계가 있었

다. 또한 개와 인간의 저작 패턴이 상이하므로 이번 연구를 그대로 인간의 임상적 사

용에 적용하는데는 한계가 있다. 따라서 인간의 저작력을 재현한, 보다 발전된 모델의 

개발과 추가적인 연구가 더 필요하다. 

이번 연구의 목적은 aerosol deposition HA coating 임플란트의 임상적 효용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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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아보기 위해, BIC, bone density, BMAR, CT 상에서의 bone density와 bone 

volume 측정치를 SLA 임플란트와 비교해 보았다. 결과적으로 두 임플란트 간의 통

계학적 유의차는 없었다. 따라서 골유착과 골형성에서 HA 임플란트가 SLA 임플란트 

차이가 나지 않는 좋은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임플란트에 가한 기능부

하의 방법에 따른 결과의 통계학적 유의차 또한 발견할 수 없었다. HA 임플란트에서 

초기고정에 크게 영향을 받지 않고 좋은 결과를 보였으며, 최근에 자주 시도 되고 있

는 조기부하나 점진적인 부하 방법으로도 충분한 골유착과 골형성을 보여주고 있다. 

다만 통계학적으로 유의성은 없으나, 대부분의 결과에서 초기고정을 약하게 한 임플

란트의 수치가 초기고정이 좋은 다른 임플란트에 비해 비교적 높게 나온 것으로 보아, 

일정 범위 이상의 초기 고정을 가질 때 점진적인 부하를 주는 방법이 임플란트의 안

정성과 주변 골량, 골유착을 증진시키는 것으로 보인다. 

이번 실험에서는 sample size가 너무 작아, 성견의 구강상태나 골질에 따라 결과가 

크게 달라지고, 여러 가지로 실패한 임플란트가 발생하였으며, 통계학적으로도 유의성

을 얻기 힘들었다는 한계를 가지고 있다. 따라서 임플란트의 개체 수를 충분히 늘리

고, 보다 더 인간의 저작에 가까운 기능부하를 재현한 새로운 모델의 개발하여, HA 

임플란트의 장기적인 안정성을 볼 수 있는 장기적 연구가 추가적으로 필요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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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결 론 

 

  본 연구는 최근 개발된 aerosol deposition 방법으로 HA 를 코팅한 임플란트를 

성견에 식립하고, 지연된 부하, 조기부하, 점진적 부하, 초기고정을 약하게 한 후 

점진적 부하를 준 후, BIC, bone density, resonance frequency 분석, bone mineral 

apposition rate, micro CT 를 이용한 bone density 와 bone volume 을 측정하여 

SLA 임플란트와 골유착 및 골반응을 비교 분석하고자 하였다. 실험의 제한된 조건 

하에서 다음과 같은 결과를 얻었다. 

 

1. Aerosol deposition HA 코팅 임플란트는 BIC, bone density, BMAR, micro 

CT 를 이용한 bone density, bone volume 이 SLA 임플란트와 비교하여 통계학적 

유의차가 없었으며, RFA 의 차이 역시 두 임플란트 사이에 통계학적 유의성이 

없었다. 

2. Loading 방법에 따른 차이는 조기 부하, 점진적 부하를 준 임플란트의 BIC, bone 

density, BMAR, RFA, micro CT 에서 측정한 bone density 와 bone volume 이 

모두 통상적 방법인 delayed loading 임플란트와 통계학적 유의성이 없었다.  

3. 초기 고정을 약하게 한 임플란트와 초기고정이 좋은 임플란트 간의 차이는 bone 

density, BMAR, micro CT 를 이용한 bone density 와 bone volume 에서 

초기고정이 약한 임플란트가 높은 값을 보였으나 통계학적인 유의성은 없었다.  

4. RFA 분석에서는 임플란트 식립 초기에 ISQ 60 이하의 초기 고정력이 약한 

임플란트는 실패하였으며, 모든 임플란트에서 loading 후 높은 ISQ 값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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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부하를 가했을 때 bone remodeling activity 가 높게 나왔으며, 임플란트에 

가까울수록 더 높은 remodeling activity 를 보였다.  

6. Micro CT 를 이용한 방법은 조직학적 사진의 bone density 와 유사한 결과를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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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Comparison of bone reactions of HA coated implants by aerosol 

deposition with SLA surface implant under various loading conditions.  

An animal study in dog. 

 

Yuna Cho D.D.S., M.S.D 

(Directed by Prof. Hong-Suk Mun, D.D.S., Ph.D) 

 

Various kinds of surface treatment technologies have been developed for successful 

osseointegration of implants. Hydroxyapatite (HA) is the most biocompatible material and 

possesses osteoconduction and enhance bone activity. Although there have been a number of trials 

to develop surface treatment technologies of implants using HA, the methods so far had several 

drawbacks such as falling out of or being absorbed to implants due to weak coherence or changing 

of composition during the process of osseointegration. However, the coating method of aerosol 

deposition HA, which was recently invented, assures excellent bonding strength and shows thin 

consistence coated layer. The method was also reported to have an advantage of preventing HA 

from changes in its composition. Therefore, it has seemed to be necessary to assess how great the 

levels of osseointegration and bone formation ability. It is worthwhile to measure and compare the 

level of osseointegration and practical applications upon loading condition. Examination was 

perfomrmed for comparison histological, histomorphometrical and radiological. 

24 of each aerosol deposition HA coating implant and SLA implant were implanted to premolar 

area of lower jaws of the beagle dogs. In two weeks, the loading device connected to each pair of 

implants. Groups were divided into early loading group, progressive loading group, delay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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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oading group, and mobile implants group of slight fixation at the beginning of implantation and 

with progressive loading. Methods of research included resonance frequency analysis using ISQ 

measurement before and after loading, bone implant contact ratio (BIC), bone density, bone 

mineral apposition rate (BMAR) through fluorescence analysis, micro-CT in order to compare and 

assess bone density and bone volume. 

Aerosol deposition HA coating implants and SLA implant did not show any statistical difference 

on BIC, bone density, BMAR, RFA and micro CT evaluation. There was no statistical difference 

on BIC, bone density, BMAR, RFA and micro CT evaluation with regard to loading methods. 

Implants of the case of weak initial stability had higher bone density, BMAR, bone density and 

bone volume on the micro CT than implants of the case of good initial stability, but there was no 

difference. The closer to implants, the higher BMAR was detected. Average ISQ under 60 upon 

placement were all failed and all other implant showed increasing level of ISQ as it is integrates 

after loading. The result of analysis using micro-CT was similar to that of histological analysis. 

Based on the controlled experiment of this research, aerosol deposition HA implants showed 

excellent bone reaction such as osseointegration and bone formation comparing with SLA implants. 

When early loading and progressive loading methods were utilized, there was similar level of 

osseointegration and bone reaction with delayed loading. 

 

 

 

 

 

                                                                             

Keywords : Aerosol deposition HA coating, loading, osseointegration, BIC, bone density, 

micro CT, BMA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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