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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STUDY ON THE REACTION OF TISSUES SURROUNDING 
THE ROOT FORM IM PLAN TS INSTALLED BY 

M AXILLARY SINUS 니FTING TECHNIQU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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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evaluate the tissue reaction around the implnts installed by 

maxillary sinus lifting technique.

The edentulous area was provided by extracting left maxillary molars of mature female dog. After 

healing, the cylindrical screw and basket type titanium implants were installed by sinus lift technique 

and the sinus was filled with non-resorbable HA.

The specimens were obtained after 6 months’ osseointegration period and radiological and histologi

cal studies were performed on the peri-implant tissues.

The results were as follow ;

1. The two types of titanium implants which were installed into maxillary sinus 

were maintained healthy condition without mobility and inflammation.

2. The surrounding area of the implant and HA granules showed osseointegrated bone when observed 

by radiological and histological study.

3. In the view point of histology, mild infiltlation of inflammatiory cells was

found beneath of soft tissue epithelium at the recipient site of the implant, and the prepared 

edentulous bony site was covered with bone tissue.

The part of HA filled interface was covered with bone tissue and connective tissure partially

4. In the area filled with HA, HA granules which were close to sinus wall were mostly surrounded 

by bone, and those which were far from sinus wall were surrounded by connective tissue.

5. The membrane of maxillary sinus maintained healthy condition without any evidence of inflamma- 

tion. ^



I ■ 서  론

오늘날 치아상실로 인한 저작기능 상실시 기능희 
복을 위해 주로 의치가 사용되고 있으나, 잔존치조 
제가 심하게 흡수된 경우는 의치의 지지조직이 부 
적절한 상태로 되고， 근 섬유 신경계의 부조화로 

통상적인 의치로는 치료가 매우 어려울 수 있다62느 
이러한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생물학적 또는 비 
생물학적 재료를 이용한 무치악 치조제 재형성술등이 
연구되고 있고，특히 근래에 와서는 골내 인공치근 
임프란트를 이용한 구강 기능 회복에 관한 많은 연 
구가 되어왔다36’38’47’W.

역사적으로는 고대 이집트 시대부터 치아나 뼈둥을 
사용한 흔적이 있으며36시 . 1809년에 Maggiolo43)가 
금으로 된 임프란트를 사용하는 등 19세기에는 금， 
도재, gutta percha, 백금등이 사용되었다. 현대 
매 식학은 1940년 Formiggini25)가 나사형 임프란트를 
사용하여 발달하게 되었고 1966년에 Linkow39)가 도 
형 (blade type) 임프란트를 개발하여 각광을 받았 
으며，1952년 부터 Branemark15' 16)이 Branemark sy- 

stem을 개발하여 현재까지 치과임프란트학 영역에 

많은 발전을 가져왔다.

그러나 상악 구치부에서는 함기성 cavity인 상악 
동이 치조정과 가깝게 위치하고 있어서 치아상실로 

인해 치조골이 흡수되고 상악동이 커진 경우엔 임 
프란트를 매식하기에 많은 어려움이 초래될 수 있다7’ 

13-I9-,4>. 이를 해소하기 위해 퇴축되어 얇아진 치조 
골에 매식체를 매식할 수 있게 치조골의 높이를 증 
가시 키는 상악동의 거상 술식 이 연구되 어 왔다ᅴ0■오 •

24. 34. 57. 6 . . 63) _ 이 술식에 대해 PederSOn48)등은 감염의

위험성을 들어 금기로 여긴바 있으나，근래에는 동물 
실험 및 임상적 고찰을 통하여 많은 장점이 보고되고 
있다.

역사적으로 볼때 고대 이집트에서 유기물과 무기 

물을 사용해 상악동을 충전한 흔적이 있으며19)，19 

세기에 프랑스와 유럽에서 plaster of Paris로 상악동 
환자를 치료한 이래19\ 현재의 임프란트를 위한 梦 '

악동 시술방법이 70년대 중반에 Tatum에 의해^처음
• ^

시도되었고57)，1980년에는 Boyne이 이 주제로 "Jou

rnal of maxillofacial surgery” 에 공식적으로 발표 
하였으며10), 그 이후 상악동 시술 방법및 사용되는 
재료에 대해 많은 연구가 되어오고 있다.

과거 여러 취약성으로 인해 상악 치조골에 임프 
란트 매식하는 것이 기피 되었으나，1961 - 1962 

년에 Boyne은 치아를 외과적으로 intrusion시키거 
나，발치와에 이식등 생리적 자극을 주었을때 상악동 
저에서 반응골을 유도할 수 있었다고 하였고11’12)， 
1975 — 1976년에 Tatum571 은 치조정을 통해 상악 
동저에 graft하는 방법을 처음 시도하였다.

1980년 Boyne10)는 상악동 측벽 을 통해 상악동 막을 
들어올리고 상악동저에 골이식하는 시술방법을 발 

표하였고， 1981년에 Tatum은 Omnii sinus imp- 

lant를 고안 소개하였으며 , Kent와 Block34)은 상악동 

기저골에 이식을 통해 충분한 골을 제공한다는 근 
거를 토대로 HA가 피복된 임프란트와 자가골 이식을 
하여 보고하였는데 이 실험에서 Kent와 Block는 장 

골의 많은 양이 사용될 수 있고, 직접적으로 접근이 
가능하며，치조정골이 보존되기 때문에 Tatum’s 방 
법보다 Boyne’s 방법 이 더 유용하다고 주장한 바 있다
34)

Wood 와 Moore63?，Bfnemark13) 동은 심하게 흡 
수된 상악의 희복시 임프란트와 동시에 자가골 이 
식을 하는것이 임프란트 유착과 이식골 유지면에서 
성공적이라고 주장하였으며, 1988년 Lozada 와 Ja

mes421 는 상악동 시술시 냉동 건조한 탈회피질골 및 
흡수성 HA를 혼합해 임프란트와 동시에 충전한 실 
험에서 좋은 결과를 얻었다고 보고한 바 있다.

한편 1990년 Chanavaz19)는 12년간 실험을 통해 
여러 재료간에 비교，분석하였는데, 여기에서 자가골 

이식이나 P-Tricalcium phosphate, Bioresorbable 

polymer들은 성공률이 높다고 보고하였으며， 단， 
이종성 신선골은 바이러스성 및 면역학적 오염 가 
능성과 채취골의 낮은 골의질 때문에 제외되었다.

자가골 이식이 많은 장점을 가지고 있으나，다른 
부위의 수술로 인한 수용체의 혈액소실，수술기간의 
증가, 수술후 통증등의 단점들을 가능한 줄이 기 위해 
골 이식의 대체물들이 연구되어 오고있다.

Jensen은 상악동 시술시 임프란트 실패 유무는



잔존골에 의한 초기의 기계적 안정에 의해 좌우된 
다고 주장 하였으며, Golec는 기계적 유지를 얻기 
위 해 HA사용을 주장 하였고, 1989년 Kirschffi)는 HA 

이식 실험에서 완전히 골화 되지는 않았으나 임프 
란트는 정상적으로 기능할 수 있었다고 보고 하였다. 

1989년 Smiler 와 Holmes435는 다공성 HA를 이용 
하여 상악동에 임프란트를 시술한 결과 모든 임프 
란트는 부작용 없이 안정되었으며 임상적으로 골유 
착이 되었고，.조직학적으로 골성장이 23.1%, 연조 

직성장이 44.9%，HA기질이 31.9%로 구성되어 있 
었으며, HA 기질이 40.9% 가 골에 의해 덮혀있었 
다고 보고한 비- 있다。

Keller 와 Listron등은 이식된 골이 결합후에 임 
프란트를 매식하는 것이 좋다고 보고한바 있으나, 

Block 과 Finger7)，Lozada 와 James42)등은 골이식과 
동시에 시술하는것도 HA의 골유도능력 때문에 가 
능하다고 보고 하였다.

본 실험에서는 임상에서 많이 사용되고 있고，현재 
국내에서 쉽게 얻을 수 있는 2종의 타이타늄 매식체와 
HA(HA-IOOO) 을 이용하여 성견의 상악동에 시술하 
여 매식체와 조직의 계면에서 골유착과 HA와 매식 
체，표요사이에서 골 형성에 관해 조직학적으로 연 
구한 결과 다소 지견을 얻어 상악동 시술시 참고가 
될 것으로 사료되어 이에 보고하는 바이다.

I I .  실험재료 및 방법

1) 실험재료
영구치가 완전히 맹출된 35kg정도의 자성성견을 

사용하였으며，본 실험에 사용된 매식체는 Table 1과 
같은 두 종류를 사용하였고， 상악동저에 충전 한 
재료는 Table 2와 같다.

2) 실험방법
가. 실험동물 수술
실험동물에서 상악 제1대구치를 발치하고 8개월간 

치유기간을 허용하였다. 상악동을 거상하고 비흡수 
성 HA를 충전 함과 동시에 치근형 임프란트를 식 
립한후 충분히 골유착이 일어났다고 판단되는 5개 
월이 경과된 시기의 임프란트 및 주위 조직 간에 계면 
상태를 관찰하였다.

본 실험에서는 구개즉을 절개하고 full thickness 

flap으로 mucoperiosteum을 상악동 외즉벽방향으로 
들어올리고 골을 노출 시 킨 다음，저속 round bur로 
1.5cm X  0.7cm 직사각형으로 osteotomy를 시행하 

였다.

상악동 점막의 기저부가 보일 경우 조심하여 외 
측벽을 밀어넣고, 외고용 큐렛으로 상악동의 하측벽 
경계부로 부터 기저점막을 조심스럽게 거상시켰다.

Table 1. Implant Fixture Used in This Study

Kind of Implant Diameter Length Material Form and Design

Swede—Vent 

Core —Vent

4.0mm

4.5mm

10.0mm

10.0mm

pure titanium 

titanium alloy

cylindrical — screw 

cylindrical — basket

Table 2. Filling Material of Maxillary Sinus Used in This Study

Filling Material Diameter Amount
Chemical

Composition
Ca/P ratio

* non—resorbable 

hydroxyapatite
425 -  lOOOfim 1.0g Ca10(PO4)6(OH)2 1.50< C a/P〈1.67

* non-resorbable hydroxyapatite (HAᅳ 1000, Orthomatrix Co., U. S. A.)



상악둑 외측벽에 창을 형성한 골은 안쪽으로 넣어， 

만들어진 공간의 위쪽벽을 형성하고 3mm 정도의 치 
조골에 전방부는 자연치와 7nm떨어져 Swede-Vent 

를，후방부는 5!腿 간격을 두고 Core-Vent를 매식하여 
임프란트 고정체 끝이 막을 들어올려서 원하는 위 
치로 가게한 다음，HA—1000을 주입하고 mucope- 

riosteum을 긴밀하게 봉합하였다.

발치 및 상악동 거상과 임프란트 매식시에는 0.5 

cc/kg 의 ketamine hydrochloride를 근육주사 하였 
으며， 20mg/kg 의 thiopental sodium(중외제약)을 
cephalic vein에 서서히 주사해 마취후 5% 포도당을 
연결시켰으며，수술할 부위를 2% lidocaine Hcl으로 

국소마취를 병 행하였다. 수술 직후 감염 방지를 위해 
gentamycin을 수술직후, 12시간후，24시간후, 72시 
간후 및 96시간후에 투여하였다. 또한 방사선 검사는 
발치 전, 후 및 매식체 식림후，1개월후, 3개월후, 

5개월후 및 희생 직후에 시행하였고，5개월이 경과한 
후에 2차수술을 시행하였으며，2차수술후 3주가 경 
과된 날에 실험동물을 마취하고 경동맥을 노출시켜 
2.5% glutaraldehyde+2 % paraformaldehyde(in

0 .1M phosphate buffer) 용액으로 관류고정을 시행 
하였다. 관류고정후 매 식 체 와 상악동을 포함한 2 .5cm 

X 2.5cm block을 떼어내어 각각 0.9cm X 1.0cm 

정도의 임프란트를 포함한 절편으로 분리하여 2 .5었 
glutarldehyde가 포함된 0 .1M EDTA 용액으로 4°C 

에서 3개월간(12주) 탈회하였다.

나. 조직표본제작
매일 탈회용액을 갈아주고 6주째 block의 중앙부 

위를 잘라 매식체를 분리한 早 5% nitric acid를 

이용하여 일주일간 탈회하였다. 완전 탈회된 식편을 
통법 에 따라 탈수, 명 화, 파라핀 포매후 5mm 두께의 
조직절편을 제작하여 hematoxilin과 eosin 중염색을 

하였다.

III. 실험성적

1. 육안적 소견
매식 5개월후 각 임프란트들은 정상치은 조직 

피개되어 있었고，2차 수술 3주후 실험동물을 희생

시키기 직전에도 염증소견 없이 정상 치은으로 관 
찰되었으며， 시진， 촉진， 타진， 동요도 검사에서 
동요도가 없었고, 상악동막 역 시 희생후 관찰한 결과 
천공이나 염증소견없이 정상소견을 나타냈다.

2. 방사선 소견

매식 직후 매식체 주위로 약간의 방사선 투과성이 
보였으나，희생직전 촬영한 방사선 사진에는 치조 
골과 임프란트사이에 방사선 투과성을 관찰할 수 
없었고， 상악동 거상후 HA로 충전한 부위에서도 
더욱 radiopaque한 방사선상을 관잘할 수 있었다.

3. 조직학적 소견 .

광학현미경적 소견
광학현미경적 검경을 통하여 두 임프란트(Core- 

vent, Swede-vent) 주위의 조직을 염증소견，이물 
반응 여부 및 섬유성 결체조직의 형성둥을 관찰한 
결과 상이한 점도 있었으나，대부분 유사한 소견을 
보였다.

연조직 부위에서는 접합상피가 약간 근단이동 된 
것이 관찰되었으며, 소량의 염증세포 침윤을 관찰할 
수 있었으나， 임상적으로는 정상소견을 보였고， 
Core-Vent, Swede-Vent 모두 치조골이 잔존된 부 
위에서는 골유착을 이루었으며, HA를 주입한 부위와 
임플란트와의 계면대는 대부분 골이 형성된 것이 
관찰되 었으나, 부분적으로 결체조직으로 둘러쌓인 

부분도 관찰되었다.

HA를 주입한 부위는 골벽에 가까울수록 새로운 
골이 HA 주변에 형성되었으나,멀수록 골형성 양은 
소량이었고 결체조직으로 덮힌 부분이 관찰되었다.

또한 basket 형태인 Core-Vent의 근단 부위에서는 
골조직이 형성되어 있으나 cylindrical 형태인 Swede- 

Vent의 근단 부위에서는 골형성이 적고 연조직으로 

피개되어 있었다.

IV. 총 괄  및 고 안

임프란트 매식은 통상적'인 가철성 의치에 대한 

불만 및 거부감을 가진 경우에서부터 단순한 한개



치아 상실시 수복에 이르기까지 널리 이용되고 있다. 

특히 잔존치조제의 과도한 흡수와 상실로 인해 형 
태적 결함과 근섬유신경계의 부조화로 통상의 의치론 
치료가 어려운 경우에 임프란트를 이용하는 방법이 
많이 연구되고 있다67\ 그러나 상악구치부 치조제가 

심한 홉수상태이고，.상악동이 peumatization된 경우 
통상적인 임프란트 매식이 어려우며 치조제 증대술 
식이나，Lefort I down fracture를 통해서도 악간 
거리가 짧아 임프란트를 매식하기 어려운 경우에, 

퇴축되 어 얇아진 치조골의 두께를 증가시 키는 상악동 

거상 술식이 연구되어 왔다10

1976년 Tatum57)은 치조정을 통해서 상악동 기저 
부를 거상하고 골이식을 하는 방법을 처음으로 시 
도하였고，1980년에는 Boyne10)이 상악동 측벽을 통 
해 상악동막을 거상시키고 상악동저에 골이식 하는 
방법을 소개하였으며, Kent와 Block34)은 HA가 피 
복된 임프란트와 자가이식골로 시술한 결과에서 Bo

yne 의 방법이 장골을 많이 사용할 수 있고，직접적 
으로 접근이 가능하며 치조정골이 보존되기 때문에 
Tatum의 방법보다 더 유용하다고 보고한바，이 방 
법은 현재의 상악동 거상 술식시 대부분 이용되고 
있으며，본 실험에서도 3™되는 얇은 골을 보존하고 
7mni정도의 상악동막을 들어올려 비흡수성 HA를 주 

입시 상악동 측벽을 통해 실시하는 Boyne의 방법을 
택하였다.

Wood 와 Moore63)는 상악동을 거상하면서 임프 
란트를 시술하는 경우 구강내부에서 얻은 자가골로 
이식하는 것이 다른 이식골보다 많은 장점이 있다고 
보고하였고，Branemark13)은 장골을 이식하는 것이 
임프란트 유착과 이식골 유지면에서 성공적이라고 
주장하였으며， 5년간 추적 검사 결과 90%이상이 

성공적 이 었다고 발표하였디-.

1988년 Lozada 와 James42>는 상악동 시 술시 냉 동 
건조한 탈회피질골과 흡수성HA를 혼합해 임프란트 
와 동시에 충전한 실험에서 유기골과 이식물질 모 
두에서 골유착이 일어난 것을 관찰하였으며，흡수성 
HA는 골 전도능력이 있고，탈회 피질골은 ¥  유도 
효과가 있다고 발표했다. ■声

한편 1990년 Chanavaz19)는 12년간 실1 을 통해

상악동 ^상술식시 사용된 재료 및 임프란트에 대한 
술식과 이에 따른 성공률 및 합병증등을 발표하였 

는데，여기서 자가골 이식이나 (3-TCP，bioresorbable 

polymer들은 성골률이 높다고 보고하였으나，이종성 
신선골은 바이러스성 및 면역학적 감염과 채취골질이 

불량했기 때문에 제외되었다.

그러나，근래에 들어 자가골 이식은 다른 부위 
수술을 필요로 하고 이로인한 혈액손실, 수술시간의 

추가, 수술 후 통증등을 가능한 줄이기 위해 골의 
대체물이 연구되어 왔으며， 1989년에 Kirsch355는 
HA를 이용한 실험에서 완전히 골화 되지는 않았으나 
임프란트는 정상적인 기능을 할 수 있었다고 보고 
하였다. 1989년 .Smiler 와 Holmes53)는 다공성 HA를 
이용하여 상악동에 임프란트를 시술한 결과 모든 
임프란트는 부작용 없이 잘 고정되어 있었으며, 임 
상적으로 골 유착이 이루어졌고, 조직학적으로는 골 

성장이 23.1%，연조직 성장이 44.9%, HA 기질이 
31.9%로 구성되어 있었고, HA 기질의 40.9% 가 
부착골로 덮혀있었다고 보고한바 있디-.

본 실험에서는 상악동 거상후 비흡수성 HA를 주 
입하여 골유도능력을 평가하였는데，HA와 임프란트 
계면대는 대부분 골로 피개되어 있었으나，부분적 
으로는 결체조직으로 피개되 기도하였고，HA granule 

주위의 골형성 정도는 상악동 벽에 인접한 부위일 
수록 더 높았고，골벽에서 멀수록 결체조직으로 덮 
혀진 정도가 증가한 것이 관찰되었다。

또한 basket 형태인 Core-Vent의 근단 부위에서는 
골조직이 형성되어 있었으나， cylindrical 형태인 
Swede-Vent의 근단 부위에서는 골형성이 적고 연 
조직으로 피개되어 있었는데， 이는 시술시 형성된 

일정한 골의 양에 의해 덮혀진 부위 이외에 골조직에 
의해 지지 받고 있지 못하는 부위 에서 HA granules을 
유지시킬 수 있는 형태학적인 차이라고 사료된다.

치과 임프란트에 대한 성공의 기준은 임프란트 
시스템에 따라 다를수 있으나, 임프란트에 인접한 

상피조직, 결체조직및 골조직의 상태가 임프란트의 

성공，실패를 좌우한다고 할 수 있다.

Toronto 토론회59)에서는 임상증상으로서의 동요 
도，임프란트 주위의 방사선 투과성，골흡수，제반



증상등을 기준점으로 하여 성공에 대한 기준을 제 
시하였다. 이의 기준을 보면 임상적 동요도와 임프 
란트 주위 방사선 투과성이 없어야 하며，1년 경과한 
임프란트 주위에 수직적 골흡수가 매년 0.2腿이하 
이어야 하고，5년후 85% 와 10년후 80% 의 성공율이 
임프란트 성공에 대한 최소기준이라고 제시하였다.

본 실험에서는 임프란트 매식후 여러 증상들을 
장기간 관찰할 수는 없었으나，임상적 동요도와 방 
사선 투과성이 관찰되지 않았고， 임상적으로 골유 
착을 관찰할 수 있었디-.

Albrektss이13)둥은 성공적인 골유착의 조건으로 
임프란트의 재료, 형태，표면상태와 골조직의 상태， 
외과적 술식，임프란트에 가해지는 외력，보철물의 

설계 및 구강 위생 유지를 제시했으며， 이중 특히 
무균적인 외과적 술식과 외력등의 생역학적 요소둥을 
강조하였고，Eriksson등21’22'23)은 시술시 골조직이 47 

°C 이상의 온도에서 1분이상 노출되면 골조직의 손 
상을 가져온다고 보고하였으며, Lundskog15)는 50°C 

온도를 30초간 지속시킬 경우 조골세포의 변성을 
초래한다고 하였고，Meffert등455은 알카리성 인산분 
해 효소가 파괴된다고 보고하였다.

본 실험에서는 철저한 소독과 무균상태에서 충분한 
세정을 하며 시술함으로서 43°C 이상으로 온도가 상 
승되 지 않게 하여 골조직 이 가능한한 손상받지 않도록 

하였디-.

임프란트와 주위 조직사이의 계면대는 Weiss60)， 

Linkow와 Chercheve38)，James17)등에 의해 주장된 

섬유골 유착과 Branemark13-1-55, Adell등1), Zarb와 
Symington64), Carlsson둥18\ Linter둥40} 둥이 주장한 
골유착을 들 수 있으며, 최근엔 Meffert등455에 의해 
biointegration 이 정의되었다.

Robert둥26>은 임프란트와 골조직간의 직접적인 
접촉은 30~90% 정도에서 일어난다고 하였으며，임 
프란트의 종류와 기능여부에 따라 양이 변한다고 
밝히고 있다. Albrektsson3)등은 골과 임프란트사이 

에 90% 이상 직접 골접촉이 이루어져야 골유착아 
확립되엇다고 언급한바 이점에서 볼때 골유착을j i i  

임프란트 전표면이 완전히 골화 되지는 않은 것뇨로 

사료된다. •

본 실험의 임풀란트 주위 계면대에서는 골일체성 
정도를 가늠하는 ^ᅳ매식체  접촉의 양은 정확히 

알수는 없으나, 상악 구치부에 식 립한 두 임프란트의 
골조직은 Albrecktsson3)등이 주장한 기준이상으로 
골유착이 일어났다고사료되며，HA를주입한부위는  
완전한 골유착은 이루어지지 않고 골형 성중인 부위와 
결체조직으로 둘러쌓인 부위를 관찰할수 있었다.

임상적으로 골유착 확인 여부를 평가하는 방법으 

로는 시진, 타진， 촉진둥의 육안적 검사， 방사선 
검사등을 이용할 수 있으나 정확한 골유착을 증명할 
수 없고 동물실험이나 생검을 통한 조직학적 증거가 

필요하다.

본 실험에서는 육안적 검사에서 동요도를 보이지 
않았으며, 조직학적으로 HA주위로 섬유성 결체조 

직이 존재하였고，세포층 같은 연조직이 관찰된 것 
으로 보아 육안적, 방사선 소견과 조직학적 소견이 
반드시 일치하지는 않음을 알 수 있었다.

Loechler 와 Mueller41)는 vitalium(Cr-Co-Mo al- 

loy) 골막하 임프란트의 매식후 현미경으로 관찰해본 
결과 치은과 결체조직이 자연치와 유사하다고 하였 
으며, Bodine 과 Mohammed9)는 12년간 사용한 골 
막하 임프란트를 제거하여 검사한 결과 치은 열구를 
이장하는 상피내에 형질세포와 임파구의 침윤이 관 
찰되었고，임프란트와 접촉된 결체조직은 납착하게 

응축된 섬유와 신장된 핵을 가진 세포들로 구성되어 
있다고 보고하였다.

James30)등은 상피세포가 금속 임프란트 표면에 
부착되고 있다는 간접적인 증거를 제시하였고，개의 

실험을 통하여 임프란트 sulcus 기저부의 상피부착 
방법이 자연치와 유사하다고 보고하였다.

1974년에 James 와 Schultz30는 생검을 통해 재 
생된 결합상피세포와 vitallium 임프란트간에 hemi- 

desomsomal 및 basal lamina의 부착형태가 있다고 
보그IS]■였그!， Swope 와 James56) 는 hemidesom- 

some이 2일후 출현하며 3일후에는 잘 정립된 상태를 
관찰할수 있다고 보고하였다. 또한 MckinneyW등은 
개에서 제거한 sapphire 임프란트에서 hemidesmo- 

some같은 구조물들이 많은 것을 관찰하였으며， 열 
구상피는 자연치에서의 상태와 유사하였^  상피는



치은열구에서 하방주 행하였다고 보고하였으며 , 1989 

년에 Hobo27)둥은 치은 열구내의 deep collagen fi- 

ber가 임플란트 지대치 주위에서 tight cuff를 형성 

하며，2mm의 결체조직대가 지대치에 밀착됨으로써 

barrier 역할을 한다고 보고하였다.
본 실험에서는 치은 열구 하방에서 접합상피가 

약간 근단 이동한 양상을 보이나 하부 골조직과의 

사이에 결체조직대가 형성되어 있었다.
상기한 여러 논문들에서 보는 바와같이 상악동에 

매식한 임프란트와 골과의 계면대에서도 골유착이 

관찰되었으며, HA를 주입한 부위에서는 Kirsch35), 

Smiler 및 HolmesM)의 실험 논문에서 처럼 전체가 

골화되지는 않았으나， 임상적으로는 동요없이 잘 

시술되었고 HA 기질 주위로 골의 형성을 관찰할 수 

있었으며, 골벽에 가까울수록 HA주위에 더 많은 

양의 골형성을 관찰할 수 있었다.
현재 상악동 거상시 사용되는 재료에 대한 여러 

가지 연구가 진행되고 있으며，여러 논문에서 확인된 

바와 같이 자가골 이식이 높은 성공율을 보이나, 다른 

부위 에 수술을 필요로 하는 단점 이 있고，냉동 건조한 

탈회 피질골 역시 높은 성공율을 보이나 좀 더 경 

제적인 골 대체물들이 연구되어져 실용화할 수 있는 

단계에 이르러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V .  결 론

저자는 성견의 상악 구치부 무치악 치조제에 임 

프란트를 매식하기 위하여 상악동막을 거상하고， 

Swede-Vent와 core-vent를 매식후 상악동을 비흡수 

성 HA를 충전한 실험에서 임프란트와 골 및 충전재의 

계면대에 대한 다음과 같은 결과를 얻었다.
1. 상악동 내로 식립된 두종의 타이타늄 임프란트는 

임상적인 동요와 염증소견 없이 건강한 상태였다.
2. 임프란트 주위 계면대와 HA를 주입한 부위는 

방사선학적 및 임상적으로 골일체화가 이루어졌 

다. ᄂ :
3. 조직학적으로 임프란트 수용부의 부위는 

상피하방에 약간의 염증세포 침윤이 合찰되었고，

골부위는 모두 골조직으로 피개되었으며, 부분

적으로 결체조직으로 덮혀있었다.
4. HA를 주입한 부위 의 HA granule은 상악동 벽 에 

근접한 부위에서는 대부분 새로 형성된 골조직 

으로 둘러 쌓여있었으며，상악동 벽에서 멀수록 

새로 형성되는 골조직의 양이 적었다.
5. 상악동과 임프란트와의 경제부위는 Core-Vent에 

서는 골조직이 계재되어 있었으나， Swede- 

Vent는 연조직으로 피개되어 있었다.

6. 상악동막은 염증소견 없이 정상 상태를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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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mplant used in this study. From the left Core-Vent, Swede-Vent.

Maxillary sinus lifting material used in this study.

Design of lateral wall surgery in maxillary sinus lifting.

Procedure of lateral wall surgery of sinus.

Procedure of Implant installation into maxillary sinus.

Procedure of HA filling.

Procedure of 2nd surgery.

Radiograph of the Implants at 3 months after Implantation.

This shows slightly periimplant radiolucency.

Radiograph of the Implants at 5 months after Implantation.

This shows no periimplant radiolucency and bone resorption.

Tissue specimen involving implant.

Sinus membrane is intect.

The interface between Core-Vent and soft tissue. Slightly migration of junctional epithelium, 

infiltration of imflammatory cell(x40).

Well-formed threaded surface at the interface of Core-Vent (right side).

Most of interface is lined with bone tissue in LM(xlOO).

Well-formed threaded surface at the interface of Core-Vent (left side).

Most of interface is lined with bone tissue in LM(xlOO).

Implants used in this study.

Well-formed bone into the core of Core-Vent(x40).

Well-formed threaded surface at the interface of Swede-Vent (left side).

Most of interface is lined with bone tissue in LM(xlOO).

Well-formed threaded surface at the interface of Swede-Vent (left side).

Most of interface is lined with bone tissue in LM(x200).

The interface between Swede-Vent and HA filling area. Most of interface is lined bone tissue 

(x 40).

The interface between HA granules and its surrounding surface 

Most of interface is lined with bone tissue(xlOO).

The interface between sinus membrane and the apex of Implant fixture.

Some is filled with bone tissue, the other is filled with soft tissue(xlOO).

The interface between sinus membrane and the apex of Implant fixture.

Most of interface is filled witVsoft tissue (xlOO).

The interface between HA 송 anules and its surrounding surface.

Most of interface is filled with bone tissue (xlO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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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3. The interface between HA granules and its surrounding surface 

Most of interface is filled with bone tissue(x400).

Fig 24. The interface between HA granules and its surrounding 

Some is filled with bone tissue, but Most of interface is 

Fig 25. The interface between HA granules and its surrounding 

Some is filled with bone tissue, but most of interface is 

Fig 26. Grinding specimen of the interface of HA granules and its surrounding 

Imbibition in water, crossed polarizing light(xlOO).

Most of interface is lined with bone tissue, but, some is lined with soft 

Fig 27. Grinding specimen of the interface of HA granules and its surrounding 

Imbibition in water, crossed polarizing light(xlOO).

Most of interface is lined with bone tissue, but, some is lined with soft tissue.

Fig 28. Grinding specimen of the interface of HA granules site and its surrounding tissue. 

Imbibition in water, crossed polarizing light (xlOO).

Most of interface is lined with bone tissue.

Fig 29. Grinding specimen of the interrface of HA granules site and its surrounding tissue 

Imbibition in water, crossed polarizing light(xlOO).

Most of interface is lined with bone tissu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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