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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 is well known that the electrical current stimulates production or destruction of cell and change 

the chemical concentration and composition of the soft tissue and bone. These actions vary depending 

on the microamperage, duration of current, and how to apply to tissue. This experiment was performed 

to study the effects of electrical stimuli on bone formation in implantation and clinical use in future.

I used the Steri-oss implant consisting of commercial pure titanium and New Zealand white rabbit, 

and delivered the 10± 3jjA, in the control and experimental group which were divided into cathode 

and anode.

Rabbits were sacrificed at the 1st, 2nd and 3rd week after implantation and electrical stimuli. I observed 

histologically the cellular response and bone formation by light microscope.

The results were as follows.

1. There were more new bone formation and osteoblastic activity at the 2nd week than control group 

at the 1st week.

The mature bone formation was focally found at the 3rd week.

2. In experimental cathod group, the most numerous osteoblast and actively proliferating trabecular bone 

were found at the 1st week. The newly formed trabecular bone at the 2nd week was composed 

of mature appearing lamellar bone and the thick mature bones were largely present at the 3rd week.

3. No new bone formation was found in experimental anode group, and the foci of necrotic bone was 

found with increasing time.

4. A little fibrosis was found around the fixture of steri-oss although they were exactly fitted in the 

hole.

i .  서 론 골과 밀착하지 않더라도 기계적 유지를 얻어 연

조직과 경계를 이루면서 오랫동안 상부구조를 유 
I960년대 초 임프란트는 도형 임프란트晏_  골 지할 수 있었다. 그러나 골이 흡수되고 골 속으로

과의 접촉 면적이 크므로 외과적 시술시 정핵•하게 침강하면서 연조직이 두터워지고 동요가 심해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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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락하게 된다. 이것에 비해 치근형 임프란트는 
시술방법이 정확하고 시술시 생기는 열을 막기위해 
저속의 drill을 사용하고 골내에 물을 분사함으로써 
임프란트와 골과의 결합을 촉진시키는데 기여해 
왔다. 그러나 시술후 최소 3개월에서 1년 가까이 
치유기간이 소요되므로 상부구조 제작이 늦어지는 
불편이 있어 오래전 부터 치유기간을 단축시키는 
방법을 찾아왔다.

골이나 연골，상아질과 같은 결체조직은 응력을 

받아 형태가 변하면 미세한 양의 전위차가 생기며 
전류가 발생한다. 또 압축을 받는 부위는 음전기를 
띠며 골 첨가， 견인력 부위는 양전기를 띠며 골 

홉수가 일어나는 것을 관찰하였다. Friedenberg와 
Brighton(1966) 에 의해 연구된 생전기는 응력과는 
관계없이 세포의 생활력에 의존하는 것으로 성장과 

재생치유가 활발한 부위는 음전기 그렇지 않은 
곳에는 양전기를 띤다. 이런 이론을 임상에 응용 
하여 많은 학자들이 음극쪽에서 적은 양의 전류가 
골 형성을 자극하는 것을 확인했으며 양극 부위에서 
골 흡수가 일어난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또 전기의 
사용 형태도 다양하여 일정한 직류 전류，맥성 직류 
전류, 자기유도 전류，초음파 등이 골 형성을 자 
극할 수 있다고 밝히고 있으나 어떤 형태의 전기 
에너지와 얼마만큼의 양이 필요한 지에 대한 정확한 
정보 즉 가장 효과적인 자극원에 대해서는 알려져 

있지 않다.

골 형성을 자극시키는 방법에도 여러가지가 있 
다. 전극과 전원 모두를 신체내에 묻는 방법，전혀 
묻지 않는 방법，자장 코일을 외부에 놓고 피부에 
묻지 않는 방법, 몇 개의 전극을 골 결손부에 넣고 
전원을 밖에 놓는 방법등 여러가지이다.

좀더 기초적인 문제로서 골아세포를 전기자극하 

면 전류에 의하여 골아세포내 cAMP가 증가하고 
이것은 단백질 합성과 교질 형성을 촉진시키게 
된다.

이와 같이 실험에 사용되는 전기자극은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사용하며 전압은 1〜7mV, 전류는 20

와 같이 높은 것에서부터 1|jA처럼 ᄒ은 것도 
사용한다. 맥상 직류 전류는 1〜50Hz에서 100Hz

까지 사용된다..본인은 치근형 임프란트를 식립후 
임프란트와 골 조직과의 결합을 증진시키기 위해 
임프란트에 전기 자극을 주므로써 골 형성 기간을 

단축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하고자 하였다.

I I .  재료  및 방법

(1) 전기 장치의 제작
저항의 변화에 관계없이 일정한 전류가 흐르도록 

2X1.2X1.0cm의 장치를 제작하였다. 5개의 산화 
은 전지(1.5 volt Union Carbide Co., U.S.A.)를 직 
렬로 연결하여 약 7 volt 전압이 형성되게 하였으며, 

1개의 transister(2 sk 41 FET, Sony Co., Japan) 와 
저항기 (150K KfiK 41 E8L, Sony Co., Japan) 를 
이용하여 10±3 microamperes(|jA) 의 전류가 흐르 
도록 하였다(Fig. 1). 전원으로 부터 나오는 전선은 
지름 약 1mm의 동선을 사용하였으며 끝부분에서 
약 7mm정도를 노출시켰다.

Fig. 1. Diagram of electrical appliance 

T : Transistor (sk 41 FET)

R • Resistor(l50kfl)

RL : Tissue impedence(0 — 250kfi) 

B : Silver-oxide battery(l. 5V) X5



(2 ) 동물실험

약 6개월된 2.5~3kg의 토끼 (New Zealand White 

rabbits)를 선택하여，체중 kg당 25mg의 pentothal 

sodium (thiopental sodium) 을 사용하여 전신 마취 

시킨 후 좌측 경골의 근심부에 털을 깍고 povi- 

done-iodine(Betadine) 용액으로 소독하고 내즉면에 
장축으로 절개하고 골막을 박리한 후 지름 3.8 

mm의 나사형 Steri-oss implants를 식 립하기 위하여 
치밀골에 구멍을 뚫고 골수강을 관통하여 반대편 
치밀골의 골내면에 implant가 지지되도록 하였다. 

임프란트의 head 부위에서 음극의 wire를 titanium 

healing scrow로 고정시켜 임프란트 자체가 음극이 
되도록 하였다. 또한 임프란트 부위에서 원심으로 
약 1cm 떨어진 부위에 지름 1cm의 hole을 형성하여 
양극 wire를 골수강 내로 삽입하였다(Fig. 2). 그 

런후 골막을 제위치 시키고 봉합하였다. 전기장치 
를 봉합부위 옆에 위치시키고，압박붕대로 감은 후

Fig. 2. Schematic drawing showing the location of 

the implant which acted as the cathode.

실험기간동안 장치가 탈락되지 않도록 석고로 고 
정시 켰다.

대조군은 우측 경골에 실험군과 같은 절차로 
임프란트를 식림하였다. 수술 후 1주，2주와 3주 
째에 모든 토끼들을 정맥내에 과량의 pentothal so- 

dium을 주입하여 희생시키고 implant 및 전극이 
심어진 부위를 포함하는 경골을 제거하여 neutral 

buffered formalin에 고정시키고，bone sample을 탈 
회시킨 후 implant와 전극의 장축을 수직 방향으로 
절제하여 H & E staining하고 광학현미경으로 관 

찰하였다.

III. 실험 성적

1주 대조군

임프란트주위에 새로 형성된 얇은 소주골을 볼 
수 있으며 소주골은 약간 분화하고 있는 골아 세 
포로 둘러싸여 있고 또한 육아조직과 약간의 염 
증세포의 침윤도 볼 수 있었다(Fig. 3).

1주 실험군 음극

수많은 골아세포와 활발하게 증식하고 있는 소 
주골을 골수강에서 볼 수 있으며 임프란트 주위에서 
육아조직이 국소적으로 형성되었다(Fig. 4).

1주 실험군 양극

골수강내에서 골세포들의 수가 크게 감소하였고 
새로운 육아조직으로 대치되었으며 소주골 주위의 
결체조직내에서 주로 섬유아세포의 증식을 볼 수 
있었다(Fig. 5).

2주 대조군

새로 형성된 소주골은 중등도의 골아세포 증식을 
보이며 정 열되 어 있고 연골과 치 밀골 사이 에 새로이 
형성된 소주골을 볼 수 있었다(Fig. 6).

2주 실험군 음극

새로 형성된 소주골은 충판골을 나타내며 성숙 
해갔고 골아세포의 증식도 새로 형성된 소주골내 

에서 중등도임을 알 수 있고 소주골 주위와 임프 
란트 주위에 미약하나마 섬유화도 볼 수 있으며 
육아조직도 처음보다는 양적인면에서 감소됨을 볼 

수 있다 (Fig. 7).

ANODE

ANODE

CATHODE

(implant)



Table 1. The summary of the histological findings between control and experimental groups.

Tissue Reaction
시\  Groups—

Time
NBF OA F G N

Control ± + + ± —

1 week Exp. : cathode + + + + ++ + + + —

Exp. : anode ± — + + + + —

Control + + + + + + + ~

2 week Exp. : cathode + + + + + + 土 + —

Exp. * anode + + + + +

Control + + + —

3 week Exp. : cathode + + + + + + ± -

Exp. * anode — — + + + + +

Note : NBF —new bone formation 一
OA 一 osteoblastic activity ±

F — fibrosis +

G —granulation + +

N — necrosis + + +

negative reaction 

very mild degree 

mild degree 

moderate degree 

severe degree

2주 실험군 양극

골수강이 치밀한 교원성 결체조직으로 대치되는 
것을 볼 수 있으며 새로운 소주골은 골수강내에서 
볼 수 없었다. 또 많은 염증 세포의 침윤과 골 
괴사를 관찰할 수 있었다(Fig. 8).

3주 대조군

성숙한 골의 형성이 implant 주위에 국소적으로 
나타나며 중등도의 육아조직이 관찰되었다(Fig. 

9).
3주 실험군 음극

Impalnt 주위에 두껍고 성숙한 골이 형성되어 
층판화가 대조군보다 명확하게 관찰되었고 육아조 
직의 양도 현저하게 감소하였다(Fig. 10).

3주 실험군 양극

골이 괴사되는 중심부가 관찰되며, 탐식세포의 

군집이 산재되어 있다(Fig. 11).

이상의 실험성적들을 요약하면 Table 1과 같 

다.

IV. 고 찰

치근형 임프란트의 급속한 보급으로 종래의 의 

치환자들은 임프란트 식림으로 계속 가공 의치를 
장착하게 되어 의치를 뺏다 끼웠다 하는 번거로움과 
의치의 탈락이라는 수치심에서 다소는 해방이 되 

었지만 치아 발거에서부터 임프란트에 의한 기능 
회복까지는 많은 시간이 소요되므로 임시 의치를 
장착한다 하여도 픽 고통스러운 것 같다. 그래서 
최근에는 발치와 동시에 GTR을 이용한 인공치아 
식림을 시도하고 있으며 정형외과 영역등 여러 
분야에서 전기자극을 이용하여 골의 성장，치유， 
재생에 소요되는 시간을 단축시킬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해 왔다.

Fukuda와 Yasuda(1957) 는 piezoelectricity의 원천 
은 교질에 있으며 건조된 교질이 변형될 때 전하가 

생기며 collagen와 hydroxyapatite의 경계부위가 굴 
곡되면서 미세한 전류가 발생된다고 주장하였고 
Becker는 collagen과 hydroxyapatite결정체 사이가 
반도체의 접합을 이루고 여기에 있는 2개의 결정



체에서 용도가 서로 다른 전자를 방출한다고 보 

고하였다. 교질은 전자가 풍부하나 hydroxyapatite 

는 그리 풍부하지 않으며，Shamos(1964) 들을 기 
질중에 뮤코 다당류가 결정체는 아니지만 변형될 

때 이들 분자들 속에 전기변화가 나타나므로 전류를 
발생시킬 수 있다고 주장했고, Bassett(1965) 는 응 
력을 받아 생기는 전기의 양은 골 변형률과 크기에 
달려 있으며，압박측 밑에는 음전기를 띠고 골형 

성이 일어나며 견인측에서는 양전기를 띠고 골흡 
수가 일어난다고 하였다. 또한 생체의 골이나 사 
체의 골에서도 똑같은 결과를 얻을 수 있브며 무 
기질이 빠져나가면 전류의 생성도 저하되고 골세포 

활동에도 영향을 미쳐 세포 기질의 대형 분자물질의 
침강 형태에도 관계한다고 하였다. Friendenberg와 
Brighton(1966) 은 토끼의 대퇴골 골 중간부는 골 
단부 보다는 음전기를 띠고 골단에서 2~3cm 떨 

어진 골 중간부에서 음전기가 가장 높으며 골절시 
골단 밑부분이 음전기를 띠며 골간부는 더 높은 
음전기를 띠는 등 골절부가 2차적으로 높은 음전 
기를 띤다.

Sawyer(1953) 는 경벽전위차를 보고하고 내막은 
외막보다 음전기를 띠며 혈관이 손상을 받으면 

전기의 극성이 바뀌고，식물에 있어서도 성장하는 
뿌리는 다른 부분에 비해 음극을 띠며，자궁내막도 
월경주기중 estrogenic activity가 가장 높을 때는 
20〜40mV을 나타낸다.

성장，손상, 기계적 응력 , 전자기장등이 전위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세포내와 세포막 전위차는 
이온의 농도와 전하차에 의해 생기고 조직의 구 
성성분에 따라 이 온의 농도가 다르며 표면의 전자와 
분자형태에 따라 전압도 다르다. 생리적 범위내에 

서 평균 자장은 2mV이며 골원에서 최고 200~500 

mV/cm 이다 (Pollack, 1984).

전류는 세포에 대하여도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며 미세환경에 직류전기로 자극하면 
산소량이 감소하고 pH가 증가하게 되며 저산소압 
에서 골 형성이 왕성하고 성장점인 골ᅳ연골ᅴ정 
계부에서 새로운 골이 형성되는데 이곳 역^  산 
소분압이 낮다(Brighton 1969). 시험관 내에서 적

당한 골 성장은 저산소압에서 일어나며，성장판의 
연골세포는 혐기성 대사에서 활동이 활발하고 성 
장판의 pH는 7.70±0.05이다.

Davidovitch(1984) 들은 고양이 치아에 coil sp- 

ring에 의한 기계적 힘과 20|iA의 전기자극을 주었 
더니 치조골과 치근막 세포에 cyclic nucleotides와 
prostaglandin이 증가했으며 골개조가 증가하는 것 

을 볼 수 있었으며 Brighton and Mcclaskey(l988) 

들은 배양골세포에서 cAMP 수치에 대한 용량 결합 
(capacitive coupling) 의 영향에 대하여 연구한 바 
골세포내에서 생성되는 cAMP의 양이 parathyroid 

hormon으로 크게 감소하였으며 Bassett(1974) 들은 
개의 비골 내측과 외측에 coil을 위치시키고 coil과 
coil 사이에 골을 위치시켜 전자기장(electrical field) 

을 형성한 다음 골에 20mV/cm을 유지시키고 65 

Hz에서 150 microsecond의 전기자극을 되풀이해 28 

일간 계속하였더니 대조군에 비해 골이 더 단단 

해졌다고 보고했으며 정형외과 영역에서 Brighton 

(1975) 들은 선천성 가성 관절과 골융합이 이루어 
지지 않는 골절부위에 10~20mA의 직류전류로 자 
극을 주어 24명중 15명이 골융합이 되었으며 5명중 
1명의 가성 관절 환자를 치유시켰고 작은골에서는 
1개의 전극으로 충분했으나 큰골에 있어서는 여러 

개의 전극을 꽂아 치유시켰다. 이것으로 보아 치 
유부위에 따라 전기의 양과 세기를 잘 선택해야 
할 것으로 사료되며 이 밖에도 Friedenberg(1971) ， 
Bassett(1982), Connolly(1981) 는 전기자극을 통하 
여 높은 성공예를 보고하였다.

치과 영역에 있어서 Jacobs과 Norton(1977) 들은 
개에 치조골 결손을 만들고 전기자극을 주었으나 
골형성을 관찰하지 못했다고 보고하고 이 전기자 

극을 주지 않았더라면 더 많은 흡수를 초래했을 
것이라고 보고했다.

Branham(1985) 들은 냉동 건조 하악골을 개에 
이식시키고 전기자극을 주어 골 재생을 관찰했으나 

아무런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Masu- 

reik와 Eriksson(1977) 들은 4명의 골절 환자의 관 
절에 전극을 직접 넣고 10~20mA의 전류로 10~14 

일간 치료한 결과 골의 재생과정 이 상당히 좋았다고



보고했으며 Marino(1986) 들은 골 절제술을 시행하 
고 전기자극 8일후 조직학적으로 관찰한 결과 특이 

사항이 없다고 보고하고 급성과 만성자극이 다르 
다고 말했다. 만성 자극은 치유과정에 좋지 않은 

영향을 미쳐 치유에 도움이 되지 못한다고 지적 
했다. Colella(1981) 들은 구멍이 뚫린 티타늄 임프 
란트와 치밀골 사이에 interfacial strength에 대한 
전기자극 효과를 실험한 결과 전기자극쪽이 대조 
군보다 shear strength가 큰 것을 알았고 bone ingro- 

wth의 양이나 비율로 보아 상당히 항진 되었다고 
주장했으나 질적인 면에서는 별차이가 없었다고 
보고하였다.

Park(1981) 들은 barium titanate(Ba Ti03) ceramic 

implant를 대퇴골에 이식시킨 결과 상당히 우수한 
접 합성을 가졌으며 골의 ingrowth을 볼 수 있었으나 
압전류(piezoelectric) 와 전기적으로 중성인 임프란 
트一조직 간에는(electrically neutral implant inter

face) 아무런 차이가 없었다.

Berry(1986) 들은 Co-Cr-Mo에 tricalcium phos- 

phate로 표면처 리 하고 구멍을 만들어 개에 식 립하여 
전기자극을 준 결과 interfacial strength에는 변화가 
없고 조직학적으로 석회화가 많은 것을 관찰했다고 
했으나, Salman(1979) 들은 실험군에서 3주후 inter- 

facial strength가 더 컸다고 보고했다.

이상의 연구를 검토한 결과 대부분의 경우 전 
기자극이 성장 치유와 재생에 좋은 결과를 나타내는 
것으로 되어있으나 titanium implant 자체를 음극 

으로 사용하여 골의 생성과정을 조직학적으로 관 
찰해 본 결과 1주에서 골형성이 왕성하고 2주 이 
후부터는 골이 성숙하여 층판골이 형성되고 골아 
세포의 증식도 중등도이며 일시적으로 생긴 섬유 
조직도 감소되었다. 3주째에는 두껍고 성숙한 골이 
형성되어 층판화가 대조군보다 명확하게 관찰되었 
디-.

V ■ 결  론

임프란트 시술후 전기자극에 의해 골과의 융합 

기간을 단축시킬 수 있는 방법을 알 이 기  위해 
가토에 10±3|aA 전류로 자극하여 다음과 같은 결

과를 얻었다. ,

1. 대조군에서는 1째주보다 2째주에서 새로운 골의 
형성이 가장 왕성하고， 골아세포의 활성도가 
가장 높았으며 3째주에 성숙한 골이 나타나기 
시작했다.

2. 실험군 음극에서는 1째주에 골아세포의 수가 

가장 많고，골의 형성이 가장 왕성하였으며，2 

째주에는 성숙한 층판골이 나타나기 시작하여 
3째주에는 두껍고 성숙한 골형성이 명확히 관 
찰되 었다.

3. 실험군 양극에서 새로운 골이 형성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시간이 지남에 따라 골이 괴사되는 
부위가 관찰되었다.

4. 아무리 정확히 식림했다 하더라도 임프란트 주 
위에 약간의 섬유화 조직을 볼 수 있다。

이상의 결과로서 음극의 전류는 초기(1 째주와 2

째주)에 대조군보다 골 형성을 왕성하게 일으키는
것으로 보아 임프란트 시술시 골 형성 기간을 단

축시킬 수 있으리라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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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planation of Figures

Fig- 3. Photomicrograph of the control side adjacent to the implant 1 week after surgery.

Newly-formed, thin trabecular bones rimmed by slightly proliferating osteoblasts are found 

around the implant.

Granulation tissue composed of loosely arranged connective tissue and small amount of inflam

matory cells is shown around the implant (H & E, X200).

Fig. 4. Photomicrograph of the bone tissue adjacent to the negative electrode delivering current for 

1 week.

Actively proliferating trabecular bones lined by osteoblasts (arrow) are found in the marrow 

space and the granulation tissue is focally formed around the implant(H & E, X100).

Figo 5. Photomicrograph of the bone tissue adjacent to the positive electrode delivering current for

1 week.

The hematopoietic cells of the marrow space are markedly decreased in number and are replaced 

by new granulation tissue (H & E, XlOOX 

Figᄋ 6. Photomicrograph of the control side adjacent to the implant 2 weeks after surgery.

Newly formed trabecular bone between the cartilage and cortical bone are seen. The new 

trabecular bones are lined by moderately proliferating osteoblasts(arrow) (H & E, X200). 

Fig. 7- Photomicrograph of the bone tissue adjacent to the negative electrode delivering current for

2 weeks.

Moderate degree of osteoblastic proliferation is seen in the new trabecular bones. Granulation 

tissue is somewhat decreased in amount (H & E, X40).

Figo 8. Photomicrograph of the bone tissue adjacent to the positive electrode delivering current for

2 weeks.

The marrow space is replaced by dense collagenous connective tissue. Numerous chronic inflam

matory cell infiltration is noted and there are some foci of necrotic bone (arrow) (H & E, X100). 

Figo 9. Photomicrograph of the control slide adjacent to the implant 3 weeks after surgery.

The mature bone formation is focally seen around the implant, and the moderate amount of 

granulation tissue is noted (H & E, X200).

Fig。 10« Photomicrograph of the bone tissue adjacent to the negative electrode delivering current for

3 weeks.

The mature, thick bone formation is largely present around the implant, and the lamellation 

is more distinctive compared to that of the control group. The granulation tissue is markedly 

decreased in amount(H & E, X200).

Fig* 11« photomicrograph of the bone tissue adjacent to the positive electrode delivering current for 

3 weeks.

There are some foci of the 향one necrosis (thick arrow) and the scattered clusters of macrophages 

(thin arrow) (H & E, X20O).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