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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investigate the effect masticatory load on the peri-implant tissues.

The maxillary and mandibular molars of the dog were extracted, and the titanium alloy implant

and HA coated implant were installed after wound healing.

After the specimen being treated with conventional methos, radiographic and histological studies

were carried out.

The results were as follows :

1. No radiolucency was shown of around the implants implanted in the maxilla and mandible.

2. The inflammatory response of peri-implant soft tissues was mild and there was no significant

apical migration of junctional epithelium.

3. Dense lamellate bone existed between implant and interface surface. The interface of implant 

and surrounding bone was composed of the dense lamellate bone.

4. In the maxilla, the bony tissue around the implant apex was almost comprised of yellow bone 

marrow, but the interface of that area was surrounded with the lamellate bone.

5. In the mandible, the tissues around the implant apex were consisted of cancellous bone and

bone marrow.

i ■서  론

20세기 급속한 과학문명의 발달은 치의학 분이죄1 
서도 획기적인 발전을 가져왔으며 특히 치과계4^1는 

조직친화성이 우수한 생체재론가 응용되고 있다.

구강내 치아 및 그 주위조직의 결손시 일반적인 보 

철시술로써 회복하기 곤란한 경우 치과임프란트를 

사용함으로써 여러기능，즉 저작，발음，심미둥을 

회복시킬 수 있다.
치과임프란트의 역사는 고대 이집트시대28’31)로 거



슬러 올라가며 19세기 초 Maggiolo에 의한 Gold 

Tooth Root Replica, 19세기말 Bugnot Younger가 
치배의 이식술과 치아재식술을 사용하였으며 20세기 

중 Formiggini, Hodosh, Linkow 등에 의해 여러가 
지의 치과임프란트가 발전을 거듭해 왔다.

Alumimum Oxide, Vitreus Carbon, Ceramics, Sa- 

phire Crystal, Memory Alloy7'9’33)둥이 임프란트 재 
료로 사용되 었으며 Brfnimark에 의 한 ᄋsseointegra- 

tion개념이 도입된 후 Titanium이 임프란트의 재료로 
사용되었으며 현재에는 생체친화성이 우수한 Hydro

xyapatite 가 피복된 임프란트까지 등장하였다.

임프란트는 부식에 대한 저항성，내구성, 무독성， 

조직 친화성18)등을 갖주어 야하며 , Hansson245，Brane- 

mark14>，Barou)등은 임프란트의 재료로써 Titanium 

이 가장 우수하다고 보고한 바 있으며 Laing261, Alb- 

rektssonU6)등은 Titanium은 부식에 의한 저항성, 

낮은 독성，경조직 뿐만 아니라 연조직에 대해서도 
양호한 친화성을 보이고 있다고 하였다13).

현재 치과임프란트와 주위조직의 반응에 관한 이 
론은 Albrektsson3-4-6), Branemark2'12'13), Zarb41-43), 

Carlsson18)둥에 의한 골유착이론과 Linkow33), Bab- 

bush9)에 의한 섬유골 유착이론으로 양분된다.

Branemark1’2’13’16」7'등에 의한 골유착이론은 임프 
란트와 주위골조직간에 어떤 연조직의 개 재 없이 골과 

직접 유착된다는 이론이며, Linkow30)등에 의한 섬 
유골 일체성이론은 임프란트와 주위조직에 건강한 
섬유성 결체조직이 형성되어 그 조직이 치주인대와 

같은 역할을 하고 주위골 형성을 촉진하는 기능을 
이론으로 알려져 있다.

Titanium 임프란트위에 HA을 도포한 치과임프란 
트는 다른 Titanium 임프란트에 비하여 월등히 골 
형성기간이 빠르다고 Block47)등은 보고하였으며， 

Meffert34', Adell15등은 IIA가 도포된 임프란트와 주위 
골조직간의 결합을 Biointegration으로 분류하고 있 

다.

1952년 Branemark에 의해 시작된 골유착이론은 
토끼 비골에서의 골수에 대한 연구를^로ᅵ로 시작 

되 었으며 그후 Brinemark 연구원들에 _ 하여 연구， 
발전되었다. .

이들은 임프란트의 수명과 관계되는 인자들로써 
Titanium의 순도성，표면형태 2단계 시술법등을 강 

조했다.

1980년 BranemarkK2)등이 골유착 임프란트의 성 
공율， 기전，방법등을 발표한 후 최근에는 섬유골 
유착이론 보다는 골유착이론이 보편화된 이론으로 
받아들여 지고 있다.

이와같이 임프란트와 주위조직반응이 상이한 원 
인은 임프란트의 재료， 형태，표면，시술방법등에 
기인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10).

현재까지 상악 및 하악에 치과임프란트를 식림한 
후 주위골조직에 대한 연구는 국외 및 국내에 다수 
있었으나 실험동물에 임프란트를 식립후 보철물을 
장착하여 저작등의 기능을 부여한 후 주위조직의 

변화에 대한 연구는 거의 미미한 실정이다.

저자는 임상에서 시용되고 있는 두종의 치근형 Ti

tanium 임프란트(Titanium합금, HA 피복 Tita

nium 합금) 를 상, 하악골에 식림하여 적절한 치유기 
간이 경과된 후 보철물을 장착하여 저작케 함으로써 
임프란트와 주위골조직의 변화를 방사선과 광학현 
미경을 이용하여 비교 연구함으로써 다소의 지견을 
얻었기에 이에 보고하는 바이다,

I I . 실험재료 및 방법

1. 실험재료
영구치가 완전히 맹출된 35kg의 웅성 성견을 사 

용하였으며 이 실험에 사용된 2종류의 임프란트 재 
료는 Table 1과 같다.

임프란트를 매식 후 3개월의 치유기간이 경과한 
후 장착할 보철물 제작은 다음과 같은 구성성분으로 

만들었다.

Composition of alloy for Posthetics

Au-70%, Pt-10%, Ag-10%, Cu-10%

2. 실험방법
1) 발치
영구치가 완전히 맹출한 실험동물의 상，하악 좌측



Table 1. Implant system and materials used in this study

Location Implant System Diameter Length Material

Lower

Posterior
Cort-Vent 4.0mm 8.0mm

Titanium Alloy 

(Ti ： 90%, A1 ： 6%, V ： 4%)

Upper

Posterior
Integral 4.0mm 8.0mm HA Coated Titanium

제 1, 2，3대구치를 발거하여 편측 무치악제를 조성한 
후 4개월간의 치유기간을 경과시켰다.

발치전 0 .5m l/kg의 Ketamine Hydrochloride로 
근육주사해 전투약하였으며, 치근단 방사선 사진을 
촬영해 치아주위골의 상태를 관찰한 후 즉시 20mg 

/kg의 Thiopental Sodium을 성견의 앞발 Cephalic 

Vein에 주입하여 전신마취하고 발치할 부위를 2% 

HCL Lidocaine으로 국소마취하였다. 발치후 Bone 

Rongeur로 적절히 치조골을 성형한 후 3 — 0 봉합 

사를 이용해 봉합하였다.

시술이 끝난 후 방사선 사진을 촬영해 발치와를 
검사했으며, 감염방지를 위해 Gentamycin윷 즉시， 

12시간，24시간，48시간，72시간，96시간 간격으로 

투여했다.

2) 매식
4개월의 치유기간을 경과한 후 발치시와 동일한 

방법으로 전투약 및 전신마취한 후에 임프란트를 

식림하였다. 열발생을 방지하기 위해 생리식염수로 
계속 관주하면서 High Torque, Low Speed(600~ 

850rpm) 로 매식부위를 형성한 후, 상악에는 Interg- 

ral을 하악에는 Core-Vent를 매식했으며， 각 임프 
란트 최상부를 치조정에 일치시켰으며，매식후 치 

근단 방사선을 촬영후 항생제를 투여하였다.

3) 보철물 장착
임프란트를 매식하여 4개월의 치유기간을 경과한 

후 임프란트 위에 치아의 해부학적 형태와 교합을 

발치전의 상태로 회복시켜주기 위하여 통법에 따라 
금합금의 브릿지를 제작하였다.

보철물 제작하여 교합을 검사한 후 Glass Ionomer 

Cement로 보철물을 접착하였다. f

구강내 보철물을 장착후 4개월의 기능적 간이

경과한 후 실험동물을 희생시켰으며, 각각 상 , 하 
악을 적출하여 임프란트가 포함된 골 블록을 제작, 

계면상태를 관찰하였다.

3. 관찰방법
1) 육안적 및 방사선 관찰
보철물을 구강내에 장착하여 4개월의 기능적 기 

간이 경과한 후 임프란트 상부조직의 염증상태와 
변화유무를 확인하기 위해 육안적，촉진, 타진검사 
등을 시행하였으며， 발치전후 치근단 방사선 사진 
촬영을 하였고, 임프란트의 매식전후 그리고 보철물 
장착후, 희생직후에 방사선 사진을 촬영하였다.

2) 조직관찰
광학 현미경 관찰과 전자 현미경 관찰 두가지 방 

법으로 시행하였다.

a. 광학현미경 관찰
매일 용액을 갈아주고 6주째 block의 중앙부위를 

잘라 매식체를 분리한 후 절편의 절반은 전자현미 
경을 관찰하기 위해 계속 탈회하였고 나머지 절반은 
광학현미경으로 관찰하기 위해 5% Nitric acid을 
이용하여 탈회하였으며 2일마다 탈회용액을 교환하 
였다. 완전 탈회 된 시 편을 통법에 따라 탈수, 명화， 
파라핀 포매후 5|im의 조직절편을 만든후 Hematox- 

lin과 Eosin으로 중염색을 하였다.

b. 전자현미경 관찰
매일 용액을 갈아주고 6주째 block의 중앙부위를 

잘라 임프란트를 분리한 후 절편을 계속 탈회하였다.

탈회가 끝난 후 통법에 따라 탈수，명화 과정을 
거쳐 Epon 812에 포매하였다.

초박절편기(LKB 3) 을 이용하여 lpm두께의 박절 
편을 제작하여 Toluidine Blue로 염색 하였다.



필요한 부위를 Trimming하여 90nm로 초박절편을 
제작한 후 Uranyl acetate / Lead citrate로 중염 색을 
시 행하여 전자현미 경으로 관찰하였다.

III. 실험성적

1. 육안적 소견
상，하악에 식립된 각 임프란트 상부의 치은조직은 

정상 치은조직으로 치유 피개되었으며，임상검사에 
서는 동요도가 없었다.

2. 방사선적 소견
상，하악에 식 림 된 임프란트 주위 의 치근단 방사선 

사진을 통하여 방사선투과성을 관찰한 결과 골과 
임프란트 사이에 Radiolucency는 관찰되지 않았다.

3. 조직학적 소견
a. 광학현미경적 소견
1) 상악
접합상피의 근단이동이 거의 없으며 지대치 상부는 

건강한 결체조직으로 부착되어 있었으며 피복 되어 
있는 HA가 탈회되어 빠진 흔적을 보여 주고있다.

임프란트와 계면대는 잘 발달된 층판골로 피개되어 
있었으며，매식체의 하방부위에는 대부분이 황골수 
임에도 불구하고 계면대에서는 골조직으로 피개되어 

있었다.

임프란트의 근첨부위에서는 황골수가 주를 이루 

지만 임프란트 주위로 소량의 골조직이 둘러싸여 
있는 소견을 나타내고 있다.

2) 하악
상피하악에 약간의 염증세포가 침윤되어 있으나 

접합상피의 근단이동은 경미하였다-

연조직 하방의 Thread가 있는 부위에는 골조직이 
채워져서 ᄋsseointegration이 잘 되어 있었으며，하 
방의 결체조직은 지대치와 잘 부착되어 있었다.

Thread가 있는 부위는 골조직으로 잘 피개되어 
있었으며, 근첨부위에서는 해면골과 골수로 이루어 

져 있었다. >

IV. 총 괄  및 고찰

치과매식학의 성공은 임프란트와 주위조직의 조 

건一상피조직, 결체조직，골조직상태에 매우 밀접한 
관계를 갖고 있으나 보철물 장착후의 문제점 一 심미, 

불편감, 동통，감염, 골흡수，정신적문제一도중요시 

되고 있다.

또한 성공적인 매식치료의 조건으로서 영속성(Lo- 

ngevity) 이 포함된다.

현재 임프란트의 성공에 대한 기준으로 Harvard- 

NIH 토론회에서 Schnitman37’38)등이 밝혔고，Toro

nto 토론회에서 Zarb41’43)는 임프란트의 동요도，방 
사선투과성, 골홉수, 동통등의 제반증상등을 기준 
점으로 하여 5년， 10년 수준에서의 성공률에 대한 

기준을 제시하였다.

임프란트 주위에 대한 조직반응에 있어 섬유조직 

형성이론이 아직까지 논란이 되고 있으나 섬유성 
결체조직의 형성에는 기능적요 인， 외과시술요인 , 

재료학적 요인등이 관여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섬유골 일체성은 임프란트의 하중여부와 관.련되 
는데，Brunski48)등은 타이타늄 도형매식체를 식림한 
후 기능을 하게되면 섬유성조직이 생성되었으나 하 
중을 허용치않는 경우에는 결체조직이 생성되지 않 
는다고 보고한 바 있다.

Lain# 등은 금속임프란트 연구에서 결체조직 두 
께와 관련된 평가기준 즉，임프란트의 성공은 결체 
조직 피막의 두께와 비례한다고 보고했다.

본 실험에서 사용되는 임프란트의 재료는 Calcium 

Phosphate 계통인 무정형의 HA를 순수한 Titanium 

본체에 5 — 90 micron의 두께로 입자분사기 법을 이 
용하여서 피막한 HA 피막임프란트와 Titanium 합금 

(90% Titanium, 6% Alumuinium、, 4% Vanadium) 

임프란트를 사용하였다.

Titanium합금 임프란트는 순수Titanium에 비해 
기계적 강도가 60% 높은 반면 매식후 생성되는 Pro- 

teoglycan층이 5000A 두께로 높은데 비해 순수Tita- 

nium은 200—400A인 것으로 보아 순수Titanium의 
조직친화성이 우수한 것으로 보고하였다5®.

Cook등22>은 HA 피막임프란트는 순수한 Titanium



임프란트에 비해 5—8배 정도 결합면적이 크며 골 
일체성이 8주만에 이루어진다고 보고하였으며, 

Block22)，Kent23)등은 HA피막 Titanium, 평할한 Tita- 

nium, 입자분사된 Titanium간의 골형성과 증식에 
관한 비교연구에서 HA 피막임프란트가 다른 임프 
란트보다 골증식과 재형성이 조속히 일어난다고 보 

고하였다.

Anderson8)은 골과 임프란트의 조직반응에 있어 
대식세포가 주요한 역할을 차지하며 임프란트이 염 
증반응에는 급성, 만성，육아조직을 포함한 이물작 
용， 그리고 대식세포와 거대세포간의 상호작용이 
있으며 대식세포의 중요성에 대해 언급한 바 있다.

본 실험에 사용된 비교군, 조절군의 Titanium A1- 

loy형 임프란트와 HA coated Titanium-alloy형 임 
프란트에서는 결체조직의 형성은 볼 수 없었다.

Meffert3̂ 은 타이타늄 합금임프란트 주위에서는 
임프란트의 장축을 따라 섬유조직 이 평 행 하게 나열된 
것을 볼 수 있었으며，HA로 회복된 임프란트의 경우 
임프란트의 표면을 따라 잘 발달된 층판골이 이장 

되어 있음을 보고했다.

Robert등2>은 임프란트와 골 조직간의 직접적인 
접촉은 30ᅳ90% 정도에서 일어난다고 하였으며， 
임프란트이 종류와 기능여부에 따라 양이 변한다고 
밝히고 있다.

Albrektsson등2>은 골라 임프란트 사이에서 90% 
이상 직접적인 골접촉이 이루어져야 골유착 확립된 
것이라고 언급하고 있다.

이런 것으로 미루어 볼때 골유착 임프란트의 전 
표면이 완전히 골로 피복되는 것은 아니라고 사료 
된다.

골유착 확립여부를 평가하는데에는 시진，타진, 

촉진등의 육안적 검사， 방사선 검사등이 이용되나 
정확한 골일체성을 증명하지 못하며 동요실험이나 

생검을 통한 조직학적 연구가 요구된다.

본 연구의 육안적 검사에서는 치은의 염증이나 

동요같은 부작용은 나타나지 않았으며, 조직학적 
검사에서도 섬유성조직이 나타나지 않았고 임f 한 
트와 계면대사이는 골조직으로 피개되어 있음€  보 

여주었다.

임프란트의 재료로서 타이타늄 합금이나 HA등이 

사용되고 있으나 임프란트와 조직이 직접 접촉하는 
것이 아니라 50—100A 두께의 표면산화물과 100 — 

200A 두께의 Proteoglycan이 개재하여 간접적인 접 
촉이 형성된다고 하며，이 금속 산화막은 주위조직과 
vander Walls결합，수소결합，이온결합등을 가지며 
산화물형 성，수산화물형 성 , 무기 이 온둥의 성 장으로 
강한 화학적 결합을 한다고 Kasemo둥50〉은 밝히고 

있다.

Albrektsson등49>은 무구조성 기질층이 200—400 

A의 두께를 나타낸 반면 Titanium 합금은 5000A의 
두께를 나타내어 순수Titanium이 Titanium에 비해 
주위조직과의 친화성이 우수하다고 보고하고 있다.

조직학적 연구실험을 시행할 때 Thomson둥39}과 
Lausman등27}은 임프란트는 계면의 손상때문에 표 
매후 제거하는 것이 손상이 적다고 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탈회가 거의 완성된 시기에 임프 
란트와 조직을 분리하였는데 조직이 분리되면서 찢 

어진 부분이 현미경사진 여러부위에서 관찰되었다.

지금까지 보고된 HA피복 임프란트와 Titanium임 
프란트 식립시 주위조직에 대한 연구에서 거의 모 

두다 골유착 이룬다고 보고된 것처럼 골유착이 관 

찰되 었다.

식립 4개월 후 저작군, 비저작군에 식립된 여러 
임프란트를 관찰한 결과 섬유성결체조직은 형성되지 

않았고 골유착이 확립되었다.

본 교실에서 연구발표한 비저작군에서의 조직검사 
소견은 임프란트와 계면대 사이에 골조직으로 피개 
되었으며，간혹 결체조직, 골수조직이 나타남을 보 
고한 바 있다.

앞으로도 보철물을 장착한 임프란트주위 및 치은 

조직의 관찰 뿐 아니라 저작기능이 이들의 조직변 
화에 미친는 영향을 심도있게 연구해야할 것으로 
사료된다.

V. 결 론

임프란트를 매식후 보철물을 장착하여 교합압에 
의한 조직변화를 관찰해 본 결과 다음과 같은 결과를



얻었다.
1. 육안적 소견

보철물을 장착한상，하악공히 임상적으로 동요와 

염증없이 건강한 상태였다.
2. 방사선적 소견

방사선 검사에서 임프란트와 골조직 사이에서는 

방사선 투과성이 관찰되지 않았다.
3. 조직학적 소견

a. 임프란트에 접한 연조직은 경미한 염증 소견을 

보이나 지대치와 연조직간의 부착은 잘 이루어져 

있었다.
b. 임프란트와 접한 계면대는 근첨부위만을 제외 

하고 모든 부위가 피질골로 피개되어 있었다.

c. 임프란트의 근첨은 대부분이 황골수이나 HA가 

피개된 임프란트에 접하는 계면부위에서는 얇은 골 

조직으로 피개되어 있었다.

d. HA가 피개된 임프란트를 매식한 상악은 주로 

해면골로 이루어짐에도 불구하고 하악 임프란트 주 

위보다 더 치밀한 층판골로 이루어진 것으로 보아 

HA의 초기 골유도 능력 이 우수함을 나타낸 증거라고 

사료된다-
이 상과 같은 조직학적 소견으로 볼 때 임프란트에 

가해지는 기능적 교합압은 임프란트와 골사이의 Os- 

seointegartion에 나쁜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으로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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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부도 및 설명(Explantation)

in the mandible.

maxilla and mandible of dog after 4 months, (a,

Fig. 1. Intergral used in this study at maxilla.

Fig. 2. Core-Vent used in this study at mandible.

Fig. 3. Implants which were installed in the maxilla.

Fig. 4. Implants which were installed in the mandible.

Fig. 5. prosthesis which were installated in the maxilla.

Fig. 6. prosthesis which were installated

Fig. 7- Radiograph of the implants in the

b)

Fig. 8. Radiograph of the implants in the maxilla and mandible after in stallation of brige. 

(a, b)

Fig. 9. The light microscopic abservation of interface between core-vent and bone in the 

mandible. (xlOO)

a。The imflammatory response of peri-implant soft tissue was mild and there was 

no significautapical migration.

c. L. M shown threaded surface at the interface of Core-Vent, tissue lining with 

lamellate bone.

e. The tissue around the implant apex was composed of cancellous bone and 

bone marrow at mandible.

Fig. 10. a. The interface between Integral and bone at maxilla (x 100).

There was no significant apical migration, 

b， c. L. M shown interface of integral, tissue lining with lamellate bone, 

d，e. The bony tissue around the implant apex was almost composed of yellow bone

b,

d，

marrow but the interface of that area was surrounded with the lamellate bone.



Fig. 1 -

Fig.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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