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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요약 

백서에서 다양한 직경의 TiO2
 나노튜브로 표면 처리된  

임플란트의 골유착도 평가 

 

  임플란트 식립 후 치유기간을 단축시키고 초기 및 장기적인 높은 성공률을 

유지하기 위하여 임플란트 표면처리 기술은 지속적으로 연구, 발전하고 있다. 

최근에는 나노기술의 발전으로 직경을 조절할 수 있게 된 티타니아 나노튜브 

표면처리에 대한 생체 외 연구들이 좋은 결과를 얻고 있으나, 이에 대한 생체 내 

실험은 극히 소수이며, 특히 나노튜브 직경 차이가 생체 내에서 골유착에 미치는 

영향은 아직 검증된 바 없다. 따라서 본 연구는 서로 다른 직경의 티타니아 

나노튜브 표면이 생체 내에서 골형성 및 골유착에 미치는 영향을 백서를 이용한 

동물실험을 통해 생역학적, 조직학적으로 평가하였다. 

백서 대퇴골에 식립할 압정형과 나사형의 맞춤 설계한 티타늄 임플란트를 

각각 50 개씩 제작한 후, 이를 30 nm, 50 nm, 70 nm, 100 nm 직경의 

나노튜브로 표면처리한 실험군과 기계절삭한 순수 타이타늄 표면의 대조군으로 

각 군당 10 마리씩 나누었다. 이를 각각 무작위 배정된 백서의 좌, 우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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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퇴골에 우측에는 조직학적 분석을 위한 압정형의 임플란트를, 좌측에는 

생역학적 분석을 위한 나사형의 임플란트를 각각 식립하고, 2주, 6주 후에 

희생하여 탈회 조직시편을 제작한 후 광학현미경하에서 임플란트 주위 골면적을 

계측하고, 뒤틀림 제거력을 측정하여 비교, 분석하였다.  

새로 형성된 골면적은 2주 희생군에서는 30 nm 실험군이, 6주 희생군에서는 

70 nm 실험군이 가장 높은 골 면적률을 보였으나, 통계학적으로 유의한 차이는 

없었다(p>0.05). 뒤틀림 제거력 평가에서는 2주군에서는 30 nm 실험군이, 

6주군에서는 70 nm 실험군이 다른 군에 비해 높은 수치를 나타내었으나 각 군간 

통계학적인 유의차는 없었다(p>0.05). 

본 연구에서의 제한된 실험결과를 토대로 티타니아 나노튜브 직경차이가 

백서에서 임플란트의 골유착 및 골형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이러한 효과가 

상위동물의 악골에서는 어떻게 나타나는지에 대한 추가적인 연구가 필요하리라 

사료된다. 

 

핵심되는 말 : 티타니아 나노튜브, 표면처리, 백서, 골유착, 임플란트, 뒤틀림 

제거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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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서에서 다양한 직경의 TiO2
 나노튜브로 표면 처리된  

임플란트의 골유착도 평가 

 

이영아 

연세대학교 대학원 치의학과 

(지도 심 준 성 교수) 

 

Ⅰ. 서론 

 

1952년 스웨덴 정형외과 의사 Brånemark에 의해 타이타늄과 뼈의 골성 결합이 

발견된 후, 타이타늄은 치과 및 정형외과용 임플란트 재료로 널리 사용되고 있다. 

1965년 기계절삭형의 매끈한 표면(smooth surface) 임플란트가 치과용으로 처음 

도입된 후1 Adell 등2, 3에 의해 골유착성 임플란트의 높은 장기 성공률이 보고되면서, 

임플란트는 상실된 악구강 기능을 회복시키는데 있어서 안정성이 입증된 보편화된 

치료방법으로 자리잡고 있다. 

타이타늄은 기계적 물성이 뛰어나며, 내부식성 및 생체적합성이 우수하다. 이러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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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수한 부식저항성 및 생체적합성은 타이타늄 임플란트의 기계절삭 과정 중에 

임플란트 표면에 자연적으로 생성되는 부동태 산화막에 기인하는데, 이로인해 

타이타늄 임플란트는 생체 불활성을 띠게 되어 골유착이 일어나기까지는 충분한 치유 

기간이 필요하다. 따라서 임플란트 표면의 산화막을 변화시켜 임플란트 식립 후 

치유기간을 단축시키고, 임플란트와 골의 안정적인 결합을 얻기 위해 임플란트 

표면에 대한 지속적인 연구가 진행되어 왔다.4-6 Buser 등7-9은 임플란트 골유착에 

관여하는 여러 요소 중에서, 임플란트 자체의 표면성질이 골유착 속도에 중요한 영향을 

준다고 하였고, 1996년 Schwartz9-11는 최적의 골유착을 얻기 위해서 임플란트 표면특성 

즉 표면거칠기(roughness), 표면 에너지(surface energy), 표면 조성(composition), 

표면형태(topography)의 정확한 조합이 필요하며, 이러한 임플란트 표면 특성이 

임플란트 식립 후 초기 치유과정에서 세포 부착 및 증식, 단백질 흡착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하였다. 

표면거칠기와 골유착 속도에 대한 연구들에 의하면, 임상적으로 적당히 거친 

표면을 갖는 임플란트가 매끈한 표면의 임플란트보다 빠르고 강한 골결합력을 

보이는데,8 이는 거친 표면이 매끈한 표면보다 초기 기계적 고정에 유리하고,8, 12, 

13 조골세포의 부착 및 분화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기 때문으로 알려져 있다.9,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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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지금까지 성공적인 골유착과 그 생존률을 높이기 위한 이상적인 표면 거칠기는 

1-2 µm 사이가 적절한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16, 17 표면거칠기를 부여하는 

표면처리방법으로는 블라스팅, 산에칭, 양극산화법 등이 있다. 

임플란트의 표면 거칠기를 변화시키는 것 뿐만 아니라, 산화막의 화학적 처리와 

조성을 변화시킴으로써 생체 활성도를 높이고자 하는 다양한 시도들도 있다. 화학적 

처리를 통해 임플란트 표면을 전기적으로 음으로 하전시킴으로써 생체 내 칼슘 

이온의 빠른 흡착을 꾀하기도 하고,18 칼슘, 인, 마그네슘, 불소 이온과 같은 골 

성장에 친숙한 특정 이온들을 임플란트 표면에 주입시키는 방법들도 이용되고 

있다.19-21 

최근에는 나노기술의 발전으로 재료 표면의 나노처리가 가능하게 되었고, 

나노구조(nano-scale)에 대한 세포 반응 관찰이 가능해짐에 따라, 세포가 주변 

미세환경에 민감하게 반응한다는 다수의 연구가 보고되었다. 1997년 Chen 등은 

세포의 생사가 주위 환경의 지형(geometry)에 의해 결정된다고 하였고,22 Engler 등은 

세포의 운명이 미세환경의 탄성(elasticity)에 영향을 받는다고 하였다.23 이에 생체 

재료 표면에 세포와 거의 같거나 더 작은 크기의 구조를 가지는 나노크기의 구조를 

제조하여 세포의 거동, 행태 및 진화를 탐구하는 노력이 있어왔다.24 나노크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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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철구조(protrusion structure)를 제조하기 위해 polymer, gold cluster, nano-grained 

ceramic 등이 이용되어 좋은 결과를 보였으며,25-30 최근에는 나노구조를 이용한 

생체재료 연구 중에서 티타니아(Titania, titanium dioxide) 나노튜브를 이용한 연구가 

가장 관심을 받고 있다. 이는 티타니아 나노튜브가 타이타늄 산화막 표면에 제조되어 

생체친화적이고, 다양한 직경으로의 제조가 용이하며, 조절된 직경의 균일한 

표면처리가 가능하다는 장점 외에 임플란트 표면에서 표면 거칠기의 변화없이 

표면형태를 변화시켜 표면 젖음성을 향상시킴으로써 임플란트 식립 후 초기 

치유과정에서 긍정적인 생물학적 반응을 유도할 수 있다는 장점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31-34 

티타니아 나노튜브의 생물학적 응용에 관한 이전 연구들에 의하면 타이타늄 표면에 

직각으로 정렬된 티타니아 나노구조는 나노 단위의 골성 물질(hydroxyapatite)를 

생성시키며,35 조골세포의 부착, 증식 및 형태학적 신장,33, 36, 37 중간엽 줄기 세포의 

조골세포로의 분화에 영향을 주었다. 나노튜브 직경에 따라 세포의 반응도 

달랐는데,33, 36-39 오 등의 연구에서는 나노튜브 직경이 30 nm의 직경이었을 때 초기 

단백질 흡착 및 세포 부착률이 가장 높은 반면 나노튜브 직경이 70 nm, 100 nm로 

증가할수록 세포의 형상이 길어지고 골형성 능력의 지표인 alkaline phosphatase lev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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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증가함을 보였다. 반면, 박 등의 연구에서는 15 nm에서 100 nm사이 서로 다른 

직경의 나노튜브 중에서 30 nm 이하 15 nm에서 세포의 부착 및 분화가 가장 활발히 

이루어졌으며, 50 nm 이상에서는 세포 활동성이 떨어지면서 100 nm 에서는 세포 

사멸이 일어난다고 하였다.40, 41 

티타니아 나노튜브에 대한 세포실험은 활발히 진행되어 다수의 긍정적인 결과를 

얻었으나, 이에 대한 생체 내 실험42, 43은 극히 소수이며, 특히 나노튜브 직경 차이가 

세포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는 아직 정립된 이론이 없으며, 이에 대한 생체 내 

실험은 전혀 없는 상태이다. 

그러므로 본 연구에서는 서로 다른 직경의 티타니아 나노튜브 표면이 생체 내에서 

골형성 및 골유착에 미치는 영향을 백서를 이용한 동물실험을 통해 조직학적, 

생역학적으로 평가하기 위해 임플란트 주위 골면적을 계측하고, 뒤틀림 제거력을 

측정 비교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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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재료 및 방법 

 

1. 임플란트 디자인 및 TiO2 nanotube 표면처리방법   

 

가. 임플란트 디자인 

 

  다음과 같은 디자인으로 타이타늄 임플란트를 맞춤 제작하였다.  

  그림 1은 조직학적 평가를 위해 우측 대퇴골에 식립할 압정형의 임플란트와 

생역학적 평가를 위해 좌측 대퇴골에 식립할 나사형의 임플란트의 모식도로서 각각 

50개씩 제조하였다.  

  

 

 

 

A                      B                                     C 

 

Fig. 1. A schematic diagram of customized implant(Add-Tech, Seoul, Korea). 

A : non-threaded type implant for right femur 

B : threaded type implant for left femur(arrow : notch for removal torque test) 

C : 3D image of customized impla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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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TiO2 nanotube 표면처리방법  

 

동물실험을 위해 특수 제작한 티타늄 임플란트를 아세톤, 에탄올 및 증류수의 

순서로 세척한 후, 0.5 wt% 불산(Hydrofluoric acid, 48 %, Merck, NJ, USA) 875 ml와  

아세트산(Acetic acid, 99 %, JT Baker, NJ, USA) 125 ㎖ (부피비 = 7:1)의 혼합용액을 

전해질 용액으로 하여 5, 10, 15 및 20 V의 범위에서 1시간 동안 상온에서 

양극산화하여 각각 30, 50, 70 및 100 nm 직경의 나노튜브를 임플란트 전체 표면에 

제작하였다. 나노튜브 표면처리는 원광대 생체재료학 교실에서 시행되었으며, 제조된 

나노튜브는 모두 SEM으로 확인하였다(그림 2). 양극산화가 완료된 후, 시편을 

증류수에 세척하고, 60 ℃ 오븐에서 24시간 건조한 후, 500 ℃ (승온 및 냉각 속도 : 

1 ℃/min) 에서 2시간 동안 공기 중에서 열처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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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B 

 

 

 

C                                      D 

 

 

 

 

Fig. 2. SEM images of TiO2 nanotubes with different diameters, 30(A), 50(B), 70(C), 

100nm(D), created by controlling anodizing potentials ranging from 5 to 20 V(Scale 

bar, 200nm) courtesy from Pf. Seung-Han Oh in Wonkwang univers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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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실험동물 모델 및 실험절차 

 

가. 동물 모델 및 실험군 분류 

 

50 마리의 수컷 Sprague-Dawley rats (체중 200 g, 6주)을 서로 다른 직경(30 nm, 

50 nm, 70 nm, 100 nm)의 티타니아 나노튜브로 표면처리된 임플란트를 식립할 

실험군과 나노튜브 처리되지 않은 임플란트를 식립할 대조군으로 나누고, 희생시기에 

따라 2주, 6주로 총 10개군으로 5마리씩 나눴다. 실험에 사용한 개체들은 

연세대학교 임상의학센터 소형동물실험실에서 사육되었으며, 모든 실험은 연세대학교 

임상의학센터에서 제시하는 동물실험 지침에 맞춰 시행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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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실험절차 

 

졸레틸 (30 mg/kg)과 럼푼(10 mg/kg)을 합제하여 근육내 주사하여 전신마취하였다. 

마취제 주입 10분 뒤 시술 부위를 제모하고 povidon-iodine 용액으로 살균하고 

수술부위를 격리하였다. 2% lidocaine을 시술 부위 피하에 주입한 뒤 백서의 

대퇴골에 우측은 1.5 mm, 좌측은 2.0 mm 직경까지 drilling하여 사전에 특수 제작한 

타이타늄 임플란트 head의 밑면이 삭제되지 않은 치밀골 표면에 도달할때까지 

삽입하고 3-0 silk 로 봉합하였다. 우측에는 압정형의 임플란트를 좌측에는 나사형의 

임플란트를 식립 후 2주, 6주의 치유기간을 거친 뒤 각 동물을 희생하였다． 

실험동물은 전신마취하에 10% neutral buffered formalin 을 심장에 주사(perfusion 

injection)하여 희생한 후 좌측 샘플은 뒤틀림 제거력 측정을 시행하였고, 우측 

샘플은 조직형태학적, 조직계측학적 분석을 시행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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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 A diagram of experimental design protocol. 

 

 

A                                 B 

  

 

 

 

 

Fig. 4. The photograghs of implant placement(A) and excised femur after sacrifice(B). 

Right arrow indicates hip joint side, and left arrow indicates knee joint side of rat 

femu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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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방사선학적 분석  

 

주변골에 대한 임플란트 식립 위치 및 임플란트 주위 골형성을 평가하기 위해 

마이크로 CT 스캐너(Skyscan 1076, Aartselaar, Belgium)를 이용하여 50 Kv, 30 µA에서 

18 µm 간격으로 마이크로 CT를 촬영하였다. 

 

 

4. 조직계측학적 분석 

 

마이크로 CT 촬영 후 우측 샘플은 시편을 4 oC에서 10% neutral buffered 

formalin에 14일 동안 고정시킨 후 1% EDTA에 14일간 넣어 탈회를 시켰다. 시편을 

paraffin wax에 embedding 한 후 microtome을 이용하여 2 ㎛ 두께로 대퇴골 장축에 

평행으로 절단하였다. 절단된 시편은 Hematoxylin & Eosin (H&E)염색을 시행하였다. 

염색된 시편을 광학현미경(Leica DM 2500, Leica Microsystems, Wetzlar,  

Germany)으로 관찰하고. 각각의 section을 12.5, 50, 100배 확대하여 촬영한 후 

image analysis software (IMT i-solution Lite version 8.1, Vancouver, BC, Canada)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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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하여 bone area를 표시하고 Image Pro Plus 4.5(Media Cybermetrics, Bethesda, 

MD, USA)를 이용하여 골면적을 측정하였다. 피질골 하방 해면골 내 임플란트 

표면에서 400 µm 이내의 영역을 지정하여, 이 지정영역 내 새로 형성된 골의 면적을 

계측하였다(그림 5). 

 

 

 

Fig. 5. The new bone area was calculated in defined area which was designated below 

the cortical layer, within 400 µm from the implant surfa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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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뒤틀림 제거력 측정  

 

마이크로 CT 촬영 후 나사형 임플란트가 식립된 좌측 샘플은 석고에 매몰하여 맞춤 

고안된 뒤틀림 제거력 측정기(removal torque test apparatus)에 고정하였다. 

임플란트와 뒤틀림 제거력 측정기의 장축이 일치하도록 시편을 고정시키고, 임플란트 

상부 notch에 screw driver를 연결하고 screw driver에 측정기를 연결한 후 측정기를 

반시계방향으로 회전시켰다. 임플란트와 골계면이 파괴될 때의 피크값을 기록하였다. 

 

(A) 

(B) 

 

 

 

 

Fig. 6. Specially designed removal torque test apparatus(A) connected with conventional 

digital torque gauge(Mark-10, MGT12, New York, USA)(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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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파절계면의 원소 분석 

 

  임플란트 표면에 식각한 나노 튜브 층의 기계적인 강도를 평가하기 위하여 뒤틀림 

제거력 측정 후 각 군당 한 샘플씩 SEM(S-3000N, HITACHI, Schanmburg, Illinois, 

USA)과 EDX(EMAX, HORIBA, UK)를 통해 임플란트 쪽 파절계면을 관찰하고 표면의 

원소분석을 시행하여 파절계면의 골조직 포함 여부를 확인하였다.  

 

 

7. 통계학적 분석 

 

2주, 6주 희생시기에서 직경에 따른 각 군별 뒤틀림 제거력 수치 및 골면적(%)에 

유의한 차이가 있는지 알아보기 위해 각 군의 평균과 표준편차가 계산되었으며, 

평균비교는 One way ANOVA로 분석하였다(α=0.05). 통계처리에는 SPSS 18.0을 

이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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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결과 

 

총 50마리 중, 대조군(2주) 중 한 마리가 임플란트 시술 시 대퇴골 골절로 

사망하였으며, 나노튜브 직경 100 nm 실험군(2주, 6주) 의 두 마리가 시술 후 

치유과정 중에 사망하였다. 30 nm 실험군(2주)의 한 마리는 시술 후 치유과정 중에 

시술부위에 심각한 염증을 동반한 기능장애를 보여 열흘째 안락사를 시행하였다. 

나머지는 모두 정상적인 치유과정을 거쳤으며, 특이할 만한 합병증은 없었다.  

 

 

 

1. Micro CT scan 

 

채취된 모든 샘플을 Micro CT 촬영한 결과, 대퇴골 내에 임플란트의 식립 위치가 

양호함을 관찰할 수 있었다. 그림 7 에서는 임플란트 주위로 골이 형성됨을 관찰할 

수 있으며, 그림 8 에서는 이를 삼차원적으로 재구성한 이미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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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weeks      6 weeks                     

 

 

 

 

 

 

 

 

 

 

 

 

 

 

 

 

 

 

 

Fig. 7. Micro CT images of representative sample of each group. 

All the implant were placed favorably in femur. 

control 

30 nm 

50 nm 

70 nm 

100 n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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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 8. 3D reconstructed images of implant area. 

 

Table Ⅰ. The mean of bone volume(mm3) at 2 weeks calculated around implant, 

within 300µm far from implant surface 

 

Group control 30 nm 50 nm 70 nm 100 nm 

Average(mm3) 3.78 3.86 3.30 3.46 3.25 

SD 0.54 0.17 0.51 0.23 0.30 

 

Table Ⅱ. The mean of bone volume(mm3) at 6 weeks calculated around implant, 

within 300µm far from implant surface 

 

Group control 30 nm 50 nm 70 nm 100 nm 

Average(mm3) 3.84 4.01 3.72 3.98 4.00 

SD 0.52 0.05 0.05 0.06 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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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조직학적 및 조직계측학적 평가 

 

임플란트 주위로 신생골이 임플란트를 둘러싸듯 형성되어 있음을 H&E 염색 시편을 

통해 관찰할 수 있었으며, 기존골과의 구분이 어려운 피질골 부위의 신생골과는 달리 

해면골내 새로 생긴 골은 구분이 용이하기 때문에 피질골 직하방 해면골 내 신생골을 

계측하였다. 탈회 후 임플란트 제거 과정에서 조직 훼손이 심하거나 임플란트와 

신생골 사이 결합 조직이 개제되어 조직계측이 어려운 샘플들은 조직계측 분석에서 

제외되었다. 2주 희생군에서는 30 nm 실험군이, 6주 희생군에서는 70 nm 실험군이 

높은 골면적률을 보였으나, 통계학적인 유의차는 없었다(p>0.05) (그림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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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9. Measurement of bone area(%) at 2 weeks(A) and 6 weeks(B) in defined area 

which is designated below the cortical layer, within 400µm far from the implant 

surfa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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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D    

 

 

                                                

B                                          E    

 

 

 

 

 

C                                          F 

 

 

 

Fig. 10. Histologic images of control(A,B,C) & 30 nm(D,E,F) group at 2 weeks after 

implantation. 

A,D : H&E stained images at lower magnification (X12.5) 

B,E : H&E stained images of red boxes in the A&D (X50) 

C,F : H&E stained images of red boxes in the B&E (X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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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1. Histologic images of 50(A,B,C),70(D,E,F) & 100(G,H,I) nm group at 2 weeks 

after implantation. 

A,D,G : H&E stained images at lower magnification (X12.5) 

B,E,H : H&E stained images of red boxes in the A&D (X50) 

C,D,I : H&E stained images of red boxes in the B&E (X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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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2. Histologic images of control(A,B,C) & 70 nm(D,E,F) group at 6 weeks after 

implantation. 

A,D : H&E stained images at lower magnification (X12.5) 

B,E : H&E stained images of red boxes in the A&D (X50) 

C,F : H&E stained images of red boxes in the B&E (X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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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3. Histologic images of 30(A,B,C),50(D,E,F) & 100(G,H,I) nm group at 6 weeks 

after implantation. 

A,D,G : H&E stained images at lower magnification (X12.5) 

B,E,H : H&E stained images of red boxes in the A&D (X50) 

C,D,I : H&E stained images of red boxes in the B&E (X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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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뒤틀림 제거력 수치 

 

실험 샘플 중 임플란트 top 위로 신생골이 덮여 있는 것은 분석에서 제외하였다. 

나노튜브 직경에 상관 없이 모든 나노튜브 처리군은 대조군 보다 높은 수치를 

보였으며, 2주 희생군에서는 30 nm 실험군이, 6주 희생군에서는 70 nm 실험군이 

가장 높은 수치를 보였으나 통계학적인 유의차는 없었다(p>0.05). 

(Ncm)  

 

            

 

 

 

 

 

  

                (Ncm)    

            

 

 

 

 

 

 

 

 

Fig. 14. The mean of removal torque value at 2 weeks(A) and 6 weeks(B) after implant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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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파절계면의 원소 분석 

 

뒤틀림 제거력 측정 후 시행한 나노튜브 표면처리군의 파절계면의 SEM EDX 

분석에서는 골 조직과 접촉하지 않았던 임플란트 top 부위에서는 나노튜브가 선명히 

보이는 반면, 골조직내 삽입되어 새로 형성된 신생골과 접촉하고 있었던 thread 

부위에서는 Ca, P 원소가 발견된 층이 표면을 구성하고 있었으며, 관찰 시편 

모두에서 thread 부위에서는 나노튜브가 관찰되지 않았다. 

 

A 

 

 

 

B 

 

 

 

 

Fig. 15. SEM image(X 20,000)(A) and comparative elemental mapping(X 2,000)(B) of 

the top of implant of the sample in 100nm group after removal torque te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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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6. SEM image(X 20,000)(A) and comparative elemental mapping(X 2,000)(B) of 

the thread area of implant of the sample in 100nm group after removal torque test 

showing Ca ion besides Ti and 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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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토의 

 

최근 세포가 주변의 나노단위의 미세환경에 민감하게 반응한다는 연구결과들이22, 23 

44, 45 보고되면서 100 nm 이하의 여러 형태로 나노단위의 인위적인 구조를 만들어 이

에 대한 세포의 행태(behavior)를 살펴보고자 하는 노력들이24, 26-29 행해지고 있다. 

타이타늄 임플란트 식립 후 임플란트 표면과 주위 세포와의 수시간에서 수일에 걸친 

초기 반응에 따른 세포의 부착 및 분화는 임플란트의 성공적인 골유착의 중요한 요소

가 된다. 조골세포의 부착 속도 및 골형성능을 증진시킬 수 있는 표면을 만들고자 임

플란트 표면을 나노단위로 처리하는 방법들이 연구 중에 있으며, 이 중 티타니아 나

노튜브는 타이타늄 임플란트를 식각하여 얻어지는 층으로 생체친화적이며, 다른 표면

에 비해 delamination 될 가능성이 적으며, 골과 접촉하는 표면적을 증가시킬 수 있

다는 장점을 갖고 있다. 

지금까지 진행되어온 티타니아 나노튜브에 관한 세포실험에 의하면, 티타니아 나노

튜브로 표면처리하였을 때 단백질의 흡착 및 세포 부착률, 세포 운동성이 증가함을 

관찰하였으며, 나노튜브의 직경을 조절하였을 때 줄기세포의 조골세포로의 분화를 유

도할 수 있었으며, 나노튜브 직경에 따라 조골세포의 부착, 형상 및 골형성능이 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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졌다.33, 35-39 세포 수준에서는 티타니아 나노튜브의 직경을 조금만 달리하여도 부착, 

신장, 거동, 분화 등의 세포의 행태에 확연히 차이가 남이 증명되었는데, 이러한 차

이가 골유착의 속도라는 형태로 생체내에서도 재현될지, 또한 속도 차이를 가져오는 

유리한 나노튜브 직경은 무엇인지 알아보고자 함이 본 연구의 목적이다. 

생체실험 시 동물모델에서 임플란트를 구강내 식립하여 관찰하는 것이 이상적이

겠지만, 본 연구에서는 경제적이어서 실험 개체수를 늘릴 수 있고, 관리가 용이하

며, 골조직의 turn- over rate이 빨라 관찰기간을 단축시킬 수 있는 장점 때문에 실

험 동물로 백서를 이용하였다. 기존 연구에 의하연 백서에서는 5일이면 새로운 골

형성이 나타나고, 28일이면 골유착이 된다고 하였다.46-48 본 실험에서는 2주 희생군

을 통해 초기 치유상태를, 6주 희생군을 통해 골유착이 완전히 일어난 상태를 관찰

하고자 하였다.  

임플란트 식립 후 골형성을 평가하기 위해 마이크로 CT 와 조직 시편을 이용하여 

임플란트 주위 신생골량을 계측하였으며, 골유착 정도을 평가하기 위해 뒤틀림 제거

력을 측정하였다. 조직 시편 제작 및 뒤틀림 제거력 측정 전 모든 샘플은 마이크로 

CT를 이용한 방사선학적 분석을 통하여, 대퇴골과 임플란트의 식립 위치 관계를 평가

하였고, 임플란트 주위 골부피를 계측하였으나, 마이크로 CT를 이용한 골부피 계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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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타이타늄에 의한 산란 현상에 영향을 받았을 것으로 사료되어 본 실험의 정량적 

분석에서는 제외하였다. 

마이크로 CT 촬영 후 H&E 염색 시편을 제작, 광학현미경하에서 관찰하여 임플란

트 주위 새로 형성된 골면적을 계측하였다. 피질골 하방 해면골 내 임플란트 표면에

서 400µm 이내의 골면적을 계측하였는데, 이는 기존골과의 구분이 어려운 피질골 부

위와는 달리 해면골 내 생긴 신생골은 구분이 용이하기 때문이다. Futami 등48은 임

플란트 식립 시 영향을 받는 영역을 drilling 부위에서 100µm 이내라고 했으며, 

Kenzora 등49은 500µm 이내 영역이라고 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임플란트 표면에서 

400µm 이내의 영역을 지정하였는데, 이는 임플란트 식립 시 영향받은 영역을 포함해 

피질골 직하방에서 역삼각형으로 두껍게 형성된 신생골을 포함시키기 위함이다. 계측 

결과, 2주 희생군에서는 30 nm 실험군이, 6주 희생군에서는 70 nm 실험군이 다른 직

경의 나노튜브 처리군보다 더 우수한 골형성 경향이 있었으나 통계학적 유의차는 없

었다(p>0.05). 

또한 디지털 토오크 게이지를 이용해 뒤틀림 제거력을 측정해 보았는데, 뒤틀림 제

거력 테스트는 1991년 Johansson과 Albreksson50이 임플란트를 제거하는데 필요한 힘

과 골-임플란트 접촉률 사이에는 정비례 관계가 성립한다는 것을 밝힘으로써, 신생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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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성을 평가하는 방법 중 하나로 지금까지 사용되고 있다. 본 연구에서도 뒤틀림 제

거력 수치의 각 군별 평균이 2주 희생군에서는 30 nm 실험군이 6주 희생군에서는 70 

nm 실험군이 높게 나타나 조직학적으로 계측한 신생골 면적과, 뒤틀림 제거력 테스

트의 결과가 비슷한 경향으로 나타남을 확인할 수 있었다. 

동일 개체에서 시기별로 2주와 6주를 순차적으로 관찰, 측정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희생 시기에 따른 두 군간 수치의 단순 비교는 어렵겠지만, 동물모델에서 체중, 주령, 

성별 등 여러조건들을 조절하고, 무작위 배정 함으로써 개체별 차이가 최소화되었다고 

가정하였을 때, 임플란트 식립 초기 치유기간 중에는 30 nm 실험군이 임플란트 주위 신

생골 형성이 많고,임플란트-골결합력이 강하지만, 6주가 지나 치유가 완료된 후에는 70 

nm 실험군이 높은 신생골 면적 및 골-임플란트 결합력을 보인다 말할 수 있다. 초기에 

30 nm 실험군에서 조직학적, 생역학적으로 좋은 결과를 보인 이유는 세포의 vitality 및 

분화가 작은 직경(15 nm)의 나노튜브에서 최적으로 이뤄진다는 Park 등40, 41의 논문결과

로 해석될 수 있는데, 이 세포실험에 근거해 생체 내 실험을 한 von Wilmovosky 등43은 

돼지 두개골에 30 nm 나노튜브로 표면처리된 임플란트와 표면처리되지 않은 대조군을 

심어 각각 BIC 계측 및 면역조직형태학적 분석을 시행한 결과 두 군간 BIC에는 차이가 

없었으나, collagen type Ⅰ의 발현이 30 nm 나노튜브로 표면처리된 실험군에서 높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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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결과를 얻었다. Collagen type Ⅰ은 초기 골형성에 필요한 골기질 단백질로서, 세포부

착 및 이동에 관여하는 scaffold 역할을 하며 세포 분화 및 형태를 결정하는데 관여하기 

때문에 collagen type Ⅰ의 발현이 증가되었다 함은 골형성 초기 단계가 빠르게되고 있

음을 시사한다고 하였다. 또한 서로 다른 직경(30 nm, 50 nm, 70 nm, 100 nm)의 나노튜

브로 타이타늄을 표면처리하여 세포의 행태(behavior)를 살펴본 Oh 등33, 36의 세포 실험

에서도 초기에 30 nm 나노튜브 표면처리군에서 단백질의 흡착 및 세포 부착률이 가장 

우수했다고 하였다. 그러나 시간이 지날수록 70 nm, 100 nm 나노튜브로 처리한 군에서 

조골세포의 핵과 세포의 길이가 길어지고, 골형성 능력의 지표인 알카라인포스파타아제 

활성도(Alkaline phosphatase activity)가 가장 증가하였음을 관찰하였는데 이와 같은 세포

실험 결과는 본 연구의 6주 희생군에서 70 nm 실험군이 신생골 형성률 및 뒤틀림제거력 

수치가 증가된 이유를 설명해준다. 나노튜브 처리군이 대조군에 비해 긍정적인 세포반응

을 유도하는 이유는 세포에 충분한 영양소 공급 및 신호체계에 관여하는 이온교환을 가

능케하는 fluid flow가 나노튜브 사이의 삼차원적 공간구조에서 존재하기 때문이라고 하

였으며, 나노튜브 직경이 커지면 이러한 interconnecting space가 커지고, 표면적도 30 

nm에 비해 100 nm가 3배 이상 더 크기 때문에 나노튜브 직경이 커질수록 긍적적인 세

포반응을 이끌어낼 수 있는 것이라고 하였다.24,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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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실험에서 사용한 뒤틀림 제거력 측정기는 디지털 토오크 게이지를 틀에 고정하

여 회전시 방향을 제어할 수 있도록 고안된 것이지만, 손동작에 의한 오류 즉,회전력

과 회전 속도 조절에는 한계가 있었으며, 백서 대퇴골에 심겨진 임플란트의 크기가 

작고 골결합력이 약한데 비해 토오크 게이지의 screw driver 연결부위가 무겁고 방향

조절이 용이하지 않아 앞으로의 소형동물 실험에는 이에 대한 고려 및 개선이 필요하

리라 사료된다. 또한 결과에는 언급하지 않았으나, 조직 계측학적 분석에서 임플란트 

부위에 따른 신생골 형성 경향의 차이를 알아보기 위하여 임플란트 식립 부위 피질골 

하방으로부터 임플란트 하연까지의 거리를 삼등분하여 신생골을 따로 계측하여 분석

하여 보니 피질골 직하방에서 높은 신생골 형성량을 보임을 알 수 있었는데, 이는 기

존 피질골의 두께가 임플란트 식립 후 치유 과정에서 신생골 형성에 많은 영향을 주

는 것으로 보여진다. 추후 해면골 내에서 임플란트의 초기 고정을 얻을 수 있는 상위 

동물에서는 피질골에 인위적인 결손부를 만들어 피질골의 영향을 제거하여 순수하게 

임플란트 표면에 대한 영향만을 평가해보는 연구도 필요하리라 생각된다.  

본 연구는 각 군별 개체수가 적고, 구강내 골이 아니라 장골인 대퇴골에 식립한것, 

개체에 따라 그리고 대퇴골에서의 식립 위치에 따라 달라지는 피질골의 두께 차이,51

시술시 표면처리된 임플란트의 표면 오염가능성, 백서 대퇴골의 피질골이 얇아 초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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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정을 충분히 얻지 못한 경우, 골 두께가 얇아 임플란트가 양쪽 피질골 모두에 접합

된 경우 등 시술과정 중 생길 수 있는 변수들을 완벽히 조절하지 못하는 생체실험상 

한계를 가지고 있으나, 나노튜브 직경 및 치유기간에 따라 생역학적으로 조직학적으

로 골유착에 차이가 있었음을 확인하였다. 

티타니아 나노튜브 표면은 임플란트 식립 후 초기 치유과정에서 골형성에 관여하

는 조골세포의 운명을 결정하는 환경을 만들어줄 뿐 아니라, 나노튜브 내부에 존재

하는 삼차원적 공간은 특수 약제나 성장인자를 전달하는 매체로 사용될 수 있다는 

점에서 티타이나 나노튜브표면처리에 대한 연구 및 개발은 지속적으로 필요하리라 

여겨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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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결론 

 

본 연구는 서로 다른 직경의 티타니아 나노튜브로 표면 처리된 임플란트가 생체 내

에서 골 형성 및 골유착에 미치는 영향을 마이크로 CT와 조직계측, 뒤틀림 제거력 평

가를 통하여 알아보고자 하였다. 실험의 제한된 조건 하에서 다음과 같은 결과를 얻

었다. 

 

1. 조직학적 분석을 통해 계측한 골면적(%)은 2주 희생군에서 30 nm 실험군이 6주 

희생군에서는 70 nm 실험군이 가장 높은 골면적률은 보였으나 통계학적 유의차

는 없었다(P>0.05). 

2. 뒤틀림 제거력 측정에서는 2주 희생군에서는 30 nm 실험군이, 6주 희생군에서는 

70 nm 실험군이 다른 군에 비해 높은 수치를 나타내었으나 통계학적 유의차는 

없었다(P>0.05). 

3. 뒤틀림 제거력 테스트 후 파절계면의 원소분석 결과, 임플란트 쪽 파절계면에서 

골 성분이 발견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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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의 결과를 토대로 티타니아 나노튜브의 직경차이가 신생골 형성 및 골유착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추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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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evaluation of osseointegration of dental implant surface with 

different size of TiO2 nanotube in rats 

 

Young Ah Yi D.D.S., M.S.D 

(Directed by Prof. June- Sung Shim, D.D.S., Ph.D) 

 

Purpose : Surface quality of implant has been considered to be crucial factor in 

osseointegration and the study to achieve optimized surface properties has been 

carried out for shorter healing periods and higher implant success rate. 

With the development of nanotechnology, many researches have shown that 

nanometer-scaled materials especially TiO2 nanotube affect positively cellular 

behavior. However, there has been little in vivo evidence and it has not yet been 

verified which size of nanotube is effective in osseointegration in viv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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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aim of this study was to evaluate the effect of different size of titania 

nanotube on osseointegration of implants in the femur of rats. 

Materials and Methods: The customized implants, surface with different diameter 

of titania nanotube were made with the design of threaded and non-threaded 

type. 50 male Spraque-Dawley rats(6weeks old) were divided into four 

experimental(30 nm, 50 nm, 70 nm, 100 nm nanotube) groups and 

control(smooth surface) group . The implants were placed into both sides of 

femur, right side with non-threaded type for histologic analyses and left side with 

threaded type for biomechanical analyses. Rats were sacrificed at 2 and 6 weeks 

following surgery. The specimens were collected by perfusion fixation with 10% 

neutral buffered formalin solution. The osseointegration of implants were 

evaluated by radiographic, histologic analyses and removal torque test. 

Results: The mean of bone area(%) around implant was greatest in 30 nm 

experimental group in the sample sacrificed at 2 weeks and 70 nm experimental 

group in the sample sacrificed at 6 weeks but there was no significant dif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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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etween groups. The mean of removal torque value was also highest in 30nm 

experimental group in the sample sacrificed at 2 weeks and 70 nm experimental 

group in the sample sacrificed at 6 weeks, but there was no significant difference 

between groups.  

Conclusion: The difference of titania nanotube size may influence new bone 

formation and osseointegration in rats. 

 

 

 

 

 

 

 

 

Keywords : titania nanotube, surface modification, rat, osseointegration, implant, 

removal torqu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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