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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is study was performed to evaluate the effects of three different implant surface treatments to the bone

formation during osseous healing period under unloading conditions. Machined, double-acid etched and

anodic oxidized implants were inserted into tibia of 3.0 - 3.5 kg NZ white male rabbits and 2 animals of

each group were sacrificed at 2, 4 and 8 weeks.

The specimens containing implant was dehydrated and embedded into hard methylmethacrylate plastic.

After grinding to 50μm, the specimens were stained with Villanueva bone stain. From each specimen, his-

tomorphometric evaluation and the bone implant contact rate were analysed with optical microscope. 

The results were as follows;

1. In the scanning electronic microscopic examination, machined surface implant had several shallow and

paralleled scratches on plain surface, double acid-etched implant had lots of minute wrinkles, rough

valley and also irregularly located craters that looked like waves, anodic oxidized surface implant had

porosity that minute holes were wholly distributed on the surface.       

2. After 2 weeks of implantation, the percentages of bone-to-implant contact in the machined implant,

double acid-etched implant and anodic oxidized implant were 26.85%, 62.64% and 59.82%, after 4

weeks of implantation they were 64.29%, 77.85% and 75.23%, and after 8 weeks they were 82.66%,

85.34% and 86.39%.

3. After 2 weeks of implantation, the percentages of bone area between threads in the machined implant,

double acid-etched implant and anodic oxidized implant were 21.55%, 42.81%, and 40.33%, after 4

weeks of implantation they were 49.32%, 62.60% and 75.56%, and after 8 weeks they were 71.62%,

87.73% and 83.94%.

In summary, percentages of implant surface contacted to bone trabeculae and bone formation area inside

threads in double acid-etched implants and anodic oxidized implants were greater than machined implants

in early healing stage. 

These results suggest that double acid-etched and anodic oxidized surface implants could reduce the

healing period for osseointegration and may enable to do early fun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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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Ⅰ. 서 론

치과 임프란트 식립의 장점으로는 치아를 발거한 환자의

저작 기능을 증가 시키고, 치아 발거 후에 필연적으로 나타

나는 골 소실을 감소시키며, 골의 형태를 유지 시키도록 하

는 자극 효과와 함께1), 환자에게 틀니에 의한 수복 방법보

다 정서적인 안정감을 주고 틀니의 착탈에 의한 불편감의

감소에도 도움을 준다. 이러한 치과용 임프란트를 사용한

이래로 임프란트 시술의 계획과 치료의 성공을 위한 많은

연구와 노력이 있어 왔는데, 임프란트 치료 후 장기간 성공

을 위하여는 처음 시술 당시의 초기 고정과 식립 후 초기 치

유기간에서의 골유착이 중요하기 때문에 이를 높이고자 하

는 시도가 계속되어져 왔다. 

초기 치유기간 동안의 골유착의 개념에 있어서는

Branemark2,3)이 동물실험 중 생체와 금속간의 직접적인

결합 현상을 발견한 것을 계기로 골유착 (osseointegra-

tion)의 개념을 최초로 소개하 고, 처음에는 생체 조직에

서 살아있는 골과 부하를 받는 임프란트 표면 사이의 직접

적인 구조적, 기능적 연결로 정의 되었으며, Albrektsson4)

은 골유착이란 광학현미경 하에서 임프란트와 골 조직이 섬

유성 결합 조직의 개재 없이 직접 접촉하는 상태라고 정의

하 고, 그 후 기능적 부하 하에서 유지되는 골과 합성물 간

의 임상적으로 증상이 없는 견고한 고정이라는 임상적 정의

가 추가되었다5).

치과에서는 1950년 부터 부분 또는 완전 무치악 환자의

보철수복에 골막 하 임프란트나 브레이드 임프란트 등이 임

상에서 이용되었고6), 최근까지의 여러 연구들을 통하여 상

업적으로 순수한 티타늄의 성공적인 골유착이 보고됨에 따

라 티타늄이 치과용 임프란트 로는 가장 좋은 재료라는 것

이 밝혀져 왔다7).

그 후 많은 동물 실험에서 티타늄 임프란트의 거친 표면이

매끈하게 연마된 표면보다 골 반응이 빠르다는 연구보고들

이 있었다8,9). 이에 따라 임프란트 표면에 거칠기를 주기 위

한 다양한 방법들이 개발되었으며 다양한 표면거칠기를 가

진 상업적으로 유용한 임프란트가 제작되었다. 1970년에

처음으로 Hahn 등10)에 의해 임프란트를 플라스마 피복

(titanuim plasma  spray: TPS)하면 다공성 표면을 형성

한다는 것이 보고 되었고, 그 이후로 수산화인회석이 피복

된 임프란트(Hydroxyapatite coated implant)가 개발되

었으며, 이들 피복 임프란트 표면에서의 미세 유지

(microretention)가 임프란트 표면의 입자들을 탈락시킬

수 있어 이 입자들이 주위 조직에서 발견되기도 한다는 보

고가 있음에 따라 임프란트 표면에서 미세 입자들을 떼어내

는 제거 과정(subtractive process)을 통한 방법이 개발되

었는데, 산성 용액으로 표면을 부식시키는 방법과 산화 알

루미늄(Al2O3), 산화 티타늄(TiO2), 인산칼슘 등의 입자를

분사하여 거친 표면을 만드는 모래 분사 처리 방법이 있다.

본 논문에서는 표면 처리 방법에 따른 임프란트의 임상적

유용성을 관찰하고자 기계 연마 임프란트, 황산과 질산

(H2SO4/HNO3)용액으로 이중 산부식 표면 처리한 임프란

트 및 티타늄 임프란트에 전기의 양극을 가하고 전해질 용

액에 음극을 가하여 임프란트에 산화 피막을 입힌 양극 산

화 표면 처리 임프란트를 선택하여, 임프란트의 표면을 주

사 전자현미경을 이용하여 거칠기를 관찰하 으며, 토끼의

경골에 임프란트를 식립하여 2주, 4주, 8주의 경과에 따른

골-임프란트 접촉률과 나사산 사이의 골면적 비율을 측정하

여 비교하 다.

Ⅱ. 연구 재료 및 방법

1. 연구 재료

실험에는 기계 연마 임프란트 (Dentium, Korea, 3.4

mm × 6.0 mm), 이중 산부식 표면 처리 임프란트 (3i,

USA, 4.0 mm × 8.5 mm), 양극 산화 표면 처리 임프란

트 (Cowell medi, Korea, 3.3 mm × 7.0 mm)를 사용하

다. 9마리 토끼의 좌우측 경골에 하나씩 식립 하 으며,

식립 후 2주, 4주, 8주에 3마리씩의 토끼를 희생하여 관찰

하기 위하여 총 18개의 임프란트가 사용되었다.

2. 연구 방법

(1) 주사 전자현미경 임프란트 표면관찰

실험에 사용된 각 임프란트의 표면 형상을 관찰하기 위해

기계 연마 임프란트, 이중 산부식 표면 처리 임프란트, 양극

산화 표면 처리 임프란트를 주사 전자현미경(TESCAN/

VEGA TS5130MM, Tescan, Czecho)을 사용하여 20kv

에서 2000배의 배율로 각각 관찰하 다.

(2) 실험동물 및 수술 방법

1) 실험 동물

실험에는 체중 3.0-3.5 kg의 건강한 웅성 토끼(New

Zealand white rabbits) 9마리를 사용하 다. 변화된 환경

에 적응시키기 위해 1주일의 적응기간을 둔 후에 실험하

다.

2) 수술 방법

인하 학교 생명과학연구소의 관리를 준수하여 연구소 내

수술실에서 모든 실험을 진행하 으며, 인하 학교 의과

학 실험동물위원회(Committee for the Care and  Use of

Laboratory Animals)의 방침 및 동물실험 관련 법규를 준

수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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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신 마취를 위하여 동물용 진정, 근육 이완제인 2%

Xylazine HCl(Rompun,바이엘코리아, 한국) 10 mg/kg

과 전신 마취제 Ketamine HCl(Ketamine,유한양행, 한

국) 30 mg/kg을 근육 주사하 다. 토끼의 양측 슬관절 하

방의 경골 내측부를 제모하여 수술 부위의 피부를 노출 시

킨 후 수술 소독포가 놓인 수술 로 옮기고, 수술부위 주변

충분히 넓은 부위를 거즈에 적신 Betadine으로 소독하

다. 수술 부위에는 지혈 목적과 국소 마취를 위하여

1:100000 epinephrine을 함유한 2% Lidocaine

HCl (유한양행, 한국)을 피하 주사하 다.

소독포를 덮고 수술 부위를 노출 시킨 후 수술은 무균적

조건에서 시행하 다. 토끼 경골의 내측 부위에 피부를 절

개한 후 근막 및 골막의 판막을 형성하여 경골의 내측을 노

출 시킨 후 경골 관절면에서 1cm 하방 경골 내측면의 평평

한 부위에 임프란트를 각각 좌우 경골에 한 개씩 식립

하 다. 나사형 임프란트를 식립하기 위하여 충분한 양의

생리식염수로 냉각하면서 드릴의 크기를 순차적으로 높여

가며 저속으로 점진적인 골삭제를 하 다. 슬관절 하방 경

골의 내측 피질골에 수직이 되도록 임프란트를 6mm 깊이

까지 생리 식염수의 주수 하에 식립하고 한쪽 피질골에서

초기 고정을 얻을 수 있도록 하 다. 식립 후 골막과 근막과

피부의 봉합은 Vicryl사(Ethicon Ltd. England)로 하 고

감염방지를 위해 수술 당일 항생제(겐타마이신, 성미생물

연구소, 0.2 ml/kg)를 근육 주사하고 수술부위에 클로람페

니콜을 분사하 다.

(3) 조직 표본 제작 및 관찰방법

실험동물에 각각의 임프란트를 매식 후 표면 처리 방법에

따라 2주, 4주, 8주로 구분하여 희생시켰다. 희생된 토끼에

서 경골을 채취하여 70% 알코올 농도에서 고정시킨 후에

Bone trimmer를 이용하여 절단하고 Villanueva bone

stain 용액에 일주일간 침적하 다.    

조직 표본을 70%알코올에서 60분, 80%에서 90분,

95%에서 90분으로 알코올의 농도를 증가시키면서 탈수를

시행한 후 methylmethacrylate monomer에 하룻밤을 침

적시킨 후 다시 methylmethacrylate monomer와 poly-

methylmethacrylate beads 레진을 이용하여 포매하 다.

37℃ 항온기에서 30일 동안 경화시킨 후 Crystal cutter

(Maruto, Japan)를 사용하여 식립 된 임프란트의 정중부

를 중심으로 조직 표본이 만들어지도록 400μm 두께로 절

편을 자르고 Grinding  machine (Maruto, Japan)으로

80μm 두께가 되도록 연마한 후 손으로 경조직 연마지를 이

용하여 50μm 두께의 표본을 만들어 광학 현미경으로 골형

성 양상을 관찰하 다.

(4) 조직 계측학적 분석

조직계측학적 분석은 광학현미경(OLYMPUS VANOX-

S, Japan)에 CCD카메라 (Polaroid DMC 2 digital

microscope camera, Polaroid Corporation, Cambridge,

MA  02139, USA)를 부착하고 컴퓨터 상에서는 조직형태

계측 프로그램 (Image-Pro Plus V3.0)을 사용하 다.

모든 측정은 10배 하에서 실시하 으며 정확한 골 접촉의

측정을 위해 필요한 경우 40배의 고배율로 조직 표본에

한 관찰을 실시하 다. 일관성 있는 조건을 얻기 위해 임프

란트 경부와 근단부가 피질골에 의해 양측으로 고정된 표본

을 제외시키고 임프란트의 경부만이 피질골로 고정된 표본

만을 선택하 으며 다음과 같이 골-임프란트 접촉률과 나사

산 사이의 골면적 비율을 산출하 다. 

1) 골-임프란트 접촉률

전체 총 나사선의 길이(M1-M2)를 측정한 후, 총 나사선

의 길이에서 골접촉이 일어나지 않은 나사선의 길이를 뺀

값을 백분율로 표시하여 측정하여 골-임프란트 접촉률을 구

하 다(Fig. 1).

골-임프란트 접촉률 =

골 접촉이 일어난 임프란트 측면의 나사선 길이
─────────────────────── ×100 (%)

임프란트 측면의 전체 나사선 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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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 Histologic micrograph of the ground section.
(Villanueva bone stain: original magnification ×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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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나사선 사이의 골면적 비율

조직표본을 CCD 카메라 (Polaroid DMC 2 digital

microscope camera, Polaroid Corporation, Cambridge,

MA 02139, USA)를 이용하여 100배의 배율로 임프란트

의 나사선 중 연속적으로 가장 골접촉이 잘 일어난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나사산을 컴퓨터 모니터에 나타나도록 한

후 조직형태 계측 프로그램 (Image-Pro Plus V3.0)을

사용하여 골면적 비율을 측정하 다.

모니터 상에서 마우스를 이용하여 나사산과 나사산 사이

의 윤곽을 선으로 둘러 싸이도록 그려 전체 면적을 측정한

후, 각각의 골형성된 부위의 면적을 측정하고 이 비율을 계

산하여 나사산 사이의 골면적 비율을 구하 다 (Fig. 2).

나사산과 나사산 사이의 골면적
골 면적 비율 = ──────────────── × 100(%)

나사산과 나사산 사이의 총면적

Ⅲ. 연구 결과

1. 주사 전자 현미경 임프란트 관찰

1) 기계 연마 임프란트

전체적으로는 평활한 표면으로 보이나, 기계로 연마하면

서 생긴 힌 자국이 얕게 형성되어 평행으로 그어져 있는

것이 관찰되었다. 

2) 이중 산부식 표면 처리 임프란트

크고 작은 수많은 미세 주름과 크고 작은 날카로운 능선이

있는 거친 골짜기 형태와 불규칙한 분화구 모양들이 관찰되

었다.

3) 양극 산화 표면 처리 임프란트

불규칙하면서도 쭈굴 쭈굴한 여러 겹의 산화층과 함께 미

세기공이 전체적으로 고루 분포되어 있는 다공성의 표면이

관찰되었다.

2. 광학 현미경 관찰

1) 기계 연마 임프란트

식립 후 2주의 기계 연마 임프란트에서는, 초기 고정을 형

성한 피질골 주위의 골-임프란트 경계면에 골조직이 있었으

나, 내부 해면골에서는 골접촉이 관찰되지 않았고 염증 세

포의 침윤은 보이지 않았다. 식립 후 4주에서는 많은 양의

층판골이 보 으며, 치근부 방향으로도 골소주가 형성되었

으나 임프란트 표면에 골이 직접 접촉하지 않고 있는 부위

도 관찰되었다. 식립 후 8주에서는 골소주들이 서로 결합하

여 골 성숙도가 증가하 고 골-임프란트 접촉 부위

에도 층판골로 치 하게 결합된 양상이 관찰되었다.       

Fig. 2. Morphometry of ground section.
(Villanueva bone stain; original magnification × 100)  

Table 1. Percentages of Implant Surface Contacted to Bone Trabeculae in 3 Different Implant Types(%)

Group 2 weeks 4 weeks 8 weeks

Machined 26.85 64.29 82.66

Double acid-etched 62.64 77.85 85.34

Anodic oxidized 59.82 75.23 86.39

Table 2. Percentages of Bone Formation Area Inside the Threads in 3 Different Implant Types (%)

Group 2 weeks 4 weeks 8 weeks

Machined 21.55 49.32 71.62

Double acid-etched 42.81 62.60 87.73

Anodic oxidized 40.33 75.56 83.94



한악안면성형재건외과학회지: Vol. 28, No. 5, 2006

438

A. Machined implant B. Double acid-etched implant C. Anodic oxidized implant 

Fig. 3. Scanning electron micrographs of 3 different implant types. (Original magnification × 2000)
A; Several foci of scratch were seen.
B; Variable sized valley-like foci were intermixed with many microfolds.
C; Uniform sized pores were regularly arranged.

A. 2 weeks of implantation B. 4 weeks of implantation C. 8 weeks of implantation

Fig. 4. Histologic micrographs in machined implants. (Villanueva bone stain, × 100)
A; 2 weeks; Bone trabeculae were haphazardly arranged and two foci of bone trabeculae were contacted with implant

surface.
B; 4 weeks; Bone trabeculae covered implant surface.
C; 8 weeks; The space between threads was filled with mature bone.

A. 2 weeks of implantation B. 4 weeks of implantation C. 8 weeks of implantation

Fig. 5. Histologic micrographs in double acid-etched implants. (Villanueva bone stain, × 100)
A; 2 weeks; Bony trabeculae showing arborizing pattern were formed.
B; 4 weeks; Implant surface was surrounded by bony tissue.
C; 8 weeks; The space between threads was completely filled with mature bo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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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이중 산부식 표면 처리 임프란트

식립 후 2주의 이중 산부식 표면 처리 임프란트에서도 기

계 연마 임프란트과 마찬가지로 염증 세포의 침윤은 없었으

며, 내부 해면골 부위에서는 기계 연마 임프란트나 양극 산

화 표면 처리 임프란트 보다도 많은 양의 골-임프란트 접촉

을 형성하는 골형성이 관찰 되었고, 새로운 골소주의 형성

도 관찰되었다. 식립 후 4주에서도 임프란트 주위로 다른

표면처리 방식의 임프란트에 비하여 가장 많은 골형성을 볼

수 있었다. 식립 후 8주에서는 점차적인 골형성의 증가로

인한 많은 골형성이 있었으며, 나사산 사이가 성숙된 치

골로 충분히 채워진 양상을 관찰 할 수 있었다. 

3) 양극 산화 표면 처리 임프란트

식립 후 2주의 양극 산화 표면 처리군에서도 다른 임프란

트와 마찬가지로 염증 소견은 보이지 않았으며 가느다란 골

소주들이 뻗어나오는 것이 보 다. 골-임프란트 접촉면에서

조군보다는 많은 양의 골형성과 새로운 골소주들의 형성

이 보 다. 식립 후 4주에서는 골소주들이 서로 연결되어

좀더 두꺼운 모양의 골조직을 이루는 것이 관찰되었다. 식

립 후 8주에서는 두꺼워진 골소주들이 나사산 사이에서 결

합하여 골형성이 증가된 소견이 관찰되었다. 나사산 사이의

부분을 성숙 치 골이 채우고 있었다.        

3. 조직 계측학적 분석

1) 골-임프란트 접촉률

임프란트 식립 후 기계 연마 임프란트, 이중 산부식 표면

처리 임프란트, 양극 산화 표면 처리 임프란트에 있어서 각

각의 골-임프란트 접촉률은 식립 후 2주에 26.85%,

62.64%, 59.82%로 측정 되었고, 식립 후 4주에는

Fig. 7. Diagram showing the percentages of implant sur-
face contacted to bone trabeculae in 3 different implant
types.

Fig. 8. Diagram showing the percentages of bone forma-
tion area inside the threads in 3 different implant types.  

A. 2 weeks of implantation B. 4 weeks of implantation C. 8 weeks of implantation

Fig. 6. Histologic micrographs in anodic oxidized implants. (Villanueva bone stain, × 100) 
A; 2 weeks; Bony trabeculae were shown into implant surface.
B; 4 weeks; Bony trabeculae were shown into implant surface, but implant surface contacted to fibrous tissue was still

remained. 
C; 8 weeks; Implant surface was surrounded by bony tissue.



64.29%, 77.85%, 75.23%, 식립 후 8주에는 82.66%,

85.34%, 86.39%로 측정되었다. 식립 후 2 주에는

기계 연마 임프란트에 비하여 다른 두 임프란트의 골-임프

란트 접촉률이 매우 크게 나타났으며 식립 4주에서 8주로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측정값의 차이는 감소하 다. 

2) 나사산 사이의 골면적 비율

기계 연마 임프란트, 이중 산부식 표면 처리 임프란트, 양

극 산화 표면처리 임프란트에 있어서의 나사산 사이의 골

면적 비율은 임프란트 매식 후 각각 2주 째에는 21.55%,

42.81%, 40.33%으로 측정되었고, 매식 후 4주 째에는

49.32%, 62.60%, 75.56%로 측정되었으며, 매식 후 8주

째에는 71.62%, 87.73%, 83.94%로 측정되었다. 이 계측

에 의하면 임프란트 식립 후 2주에서의 나사산 사이 골면적

비율은 이중 산부식 표면 처리 임프란트, 양극 산화 표면

처리 임프란트 모두 기계 연마 임프란트보다 높았으며, 식

립 후 4주에는 양극 산화 표면 처리 임프란트에서 가장 높

았고, 식립 후 8주 에서의 차이는 크지 않으나 기계 연마 임

프란트보다 다른 두 임프란트에서 모두 높은 골면적 비율

을 보 다.

Ⅳ. 총괄 및 고찰

치과 임프란트 치료의 성공은 골조직과 임프란트 표면 사

이에서 이루어지는 골유착의 성공적인 형성과 유지에 달려

있다11). 골유착이란 광학현 미경 하에서 관찰하 을 때 하중

을 받는 임프란트의 표면과 생활력 있는 생존골 사이에 직

접적인 접촉이 일어난 것을 말하며3,12), 이는 임프란트

식립 후에 임프란트 표면과 접촉한 골면에서 간엽세포가 활

성화되어 이 세포에서 분비된 국소인자들이 골모세포를 자

극하고, 골의 재흡수를 유도하는 파골 세포들과 신생골이

임프란트 주위를 둘러싸며 이루어지는 것으로 보고되었

다11). 

또한 치과 임프란트의 궁극적인 목적은 저작 기능을 하기

위한 것이므로 상부 보철물이 형성된 후 저작압을 가했을

때 구강내의 생리적 하중을 충분히 지탱할 정도의 골유착이

이루어져야 한다. 임프란트는 치아와 달리 백악질 층이 존

재하지 않으며 임프란트 주위 점막의 교원섬유들은 골조직

표면에서 기시하여 임프란트 표면과 평행하게 주행하므로

자연치보다 하중에 약하며12) 미성숙한 골-임프란트 접촉면

에 응력이 과도하게 전달되면 치조골 상실과 초기 골소실을

가져오게 된다13). 임프란트와 접해있는 골은 외상의 발생시

기와 치유 시기에 따라 하중에 민감하여 부분 식립 후 초

기 치유 단계에서 실패가 일어나므로14) 식립 초기의 충분한

골형성이 임프란트의 성공 요인이 되며 골-임프란트 접촉률

이 높을수록 임프란트가 더 빨리 고정이 되어 성공률도 높

아진다15).

임프란트 식립 후에 치유 과정과 골유착의 정도를 평가하

는 방법으로는 광학 현미경으로 조직 소견을 관찰하여 골-

임프란트 접촉률과 나사산 사이의 골면적 비율 등을 측정하

는 조직 계측학적 분석 방법16,17)과 골유착 인접 부위에서의

세포의 개체수를 측정하는 방법, 뒤틀림 제거력 측정17),

전단 강도 측정 방법18,19) 등의 방법 등이 있다.

본 연구에서는 광학 현미경을 이용한 조직 계측학적 분석

방법으로 연구하 으며, 골-임프란트 접촉률을 구할 때에는

Sennerby16)의 방법을 이용하여 골접촉이 일어난 임프란트

의 총길이를 측정하고 이에 하여 골접촉이 일어난 부위

의 길이를 비율로 계산하 고, 나사산 사이의 골면적 비율

을 구할 때에는 골접촉이 잘 일어난 연속 3개의 나사산 부

위에서 골면적 비율을 구하는 Wennerberg15)의 방법을 이

용하 으며, 상기 두 가지의 방법의 계산 시에는 조직 표본

을 컴퓨터 모니터 상에서 확 하여 조직형태 계측 프로그램

(Image-Pro Plus  V3.0)을 이용하여 측정하 다.   

임프란트 식립 후 골유착의 성공여부는 골-임프란트 경계

면의 골조직의 치유 형태에 향을 받는데 골-임프란트 경

계면에 초기 혈병이 형성되어 섬유소 기질과 섬유소총이 형

성되고 임프란트 표면에 부착 된 섬유소 기질로 골모세포가

이동되어 신생골이 생성되게 된다. 이 때 임프란트 표면의

젖음성은 혈병의 유지에 향을 미치는데 산부식된 표면의

미세구조는 임프란트가 식립되는 동안에 혈액과 혈장액의

확산이 잘 일어나게 하여 젖음성을 증가시키므로 평활한 표

면의 임프란트보다 골결합이 증가하게 되며 황산과 질산으

로 이중 산부식 처리가 된 불규칙한 거친 표면은 세포의 부

착 및 고정을 증가시켜 골유착을 증가시킨다.  

또한 순수 티타늄은 약 3-5μm 두께의 산화막으로 덮여

있는데 양극 산화 표면 처리를 하여 산화막의 두께를 증가

시키면 단백질 흡착, 혈소판 축적 및 활성화, 섬유소 유지가

증가하여 임프란트 식립 초기의 골형성을 촉진시키며, 다공

성의 미세 기공이 형성됨에 따라 골-임프란트 접촉 면적도

증가하고, 식립된 임프란트 주위의 세포에서 분비 된 세포

외 기질과 교원질 섬유가 0.2-2.0μm의 미세 기공에 더 친

화성을 가지고 결합하여 임프란트의 접촉면에서 세포가 분

열하며 성장하게 되므로 골유착이 증가하게 된다.

표면 거칠기의 증가는 임프란트 표면의 골접촉 면적을 증

가시켜 골수 세포의 초기 부착을 촉진시키게 되고 골모세

포로의 분화와 골기질의 생성을 유도하며 골형성 기간을 단

축시키게 된다20). 기계 연마 임프란트의 표면 거칠기는 Ra

수치가 약 0.67-1.17μm이며, 이중 산부식 표면 처리 임프

란트의 표면 형상은 0.3-1.5μm의 간격과 1.0-2.0μm의 봉

우리를 보이며 표면 거칠기는 0.54-1.97μm를 나타낸다21).

제조회사에 의하면 양극 산화 표면 처리 임프란트의 표면에

는 0.2-2.0μm 크기의 기공이 형성되어 있으며 표면 거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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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는 약 1.0μm 이며 이는 미세 기공의 높이에 의한 것이다.

Buser 등22)의 연구에서는 미니 피그의 상악골에 기계 연

마 임프란트와 이중 산부식 표면 처리 임프란트를 식립하여

4주, 8주, 12주에 제거회전력 검사와 골-임프란트 경계면

에서의 전단 강도를 측정하 다. 4주에서 이중 산부식 표면

처리 임프란트의 제거 회전력은 62.5 Ncm을 나타내었고,

8주에는 87.6 Ncm, 12주에는 95.7 Ncm을 나타내었고 평

균 거칠기 값은 15.0 μm로 측정되었다.

Yamagami 등20)은 기계 연마 임프란트의 Ra 값을 1.1μ

m, 전단 강도는 4.5±0.9kg 으로 측정하 으며, 양극 산화

표면 처리 후 크기가 각각 다른 입자를 분사하여 표면 거칠

기 Ra 값이 각각 1.2μm, 2.7μm, 4.7μm로 측정된 임프란

트의 전단 강도는 각각 8.8±5.0kg, 17.7±5.7kg, 1.7±

10.7kg인 것으로 측정하 다. 표면 거칠기 값이 커질수록

체로 전단 강도가 강해지는 것으로 연구되었으나 기계 연

마 임프란트의 Ra 수치와 비슷한 1.2μm의 Ra수치를 보인

양극 산화 표면 처리 임프란트에 있어서는 전단강도에서

2배 정도의 차이가 나는 것으로 보아 임프란트 표면의 두꺼

운 산화층이 골형성을 증가시킨 결과라 보고하 다.     

Sul 등23)은 기계연마 임프란트와 0.1M 아세트산에서

100 볼트, 200 볼트, 280 볼트, 380 볼트의 전압을 가하여

양극 산화 표면처리를 한 임프란트의 표면에 한 여러 관

찰을 하 는데, 각각의 산화막 두께는 17±6nm, 202±

53nm, 608±127nm, 805±112nm, 998±199nm로 보

고 하 으며, 다공성 정도는 200 볼트 이상에서 산화 처리

된 임프란트 표면에서만 각각 12.70%, 24,40%, 18.70%

라고 하 으며, 표면 거칠기는 200볼트에서의 값이 1.03±

0.33μm 로서 가장 큰 것으로 보고하 다. 또한 각 임프란

트를 토끼 경골에 식립 후 6주에 제거 회전력을 측정하여,

기계 연마 임프란트와 4군의 양극 산화 임프란트에서 각각

7.5 Ncm, 7.9 Ncm, 11.3 Ncm, 12 Ncm, 12.9 Ncm 값

을 보여, 200 볼트 이상에서 산화막을 형성한 임프란트에서

의 제거 회전력이 조군 보다 큰 것을 보고 하 다.

본 실험에 사용한 양극 산화 표면처리 임프란트는 200 볼

트에서 처리되어 다공성의 티타늄 산화막이 형성되어 있는

것으로, 이 600nm 두께 이상의 산화막과 다공성 표면은 표

면적을 증가시키며 표면 거칠기도 증진되어 골 임프란트 경

계면에서의 골 임프란트 결합을 조기에 증진시키는 것으로

사료된다. 

골-임프란트 접촉률에 한 연구를 보면 Albrektsson

등24)은 피질골 부위에서는 골유착이 잘 이루어지며, 임프란

트는 최소 90-95%의 직접적인 골접촉이 나타나야 한다고

하 으나, 이후의 연구에서는 골-임프란트 접촉률이 27%-

69%로 다양하다고 하 고, Vernino 등25)은 10마리의 비비

에 80개의 이중 산부식 표면처리 임프란트를 식립한 후 1

개월과 2개월에 40개 씩의 단일 치관 보철물을 제작하여 저

작 기능을 하게 한 뒤, 3개월 후에 조기 저작의 효과를 조

직 표본으로 관찰한 결과 골 접촉률에 있어서 각각 76.6%

와 77.2%로 유의적인 차이가 없음을 관찰하여 수술 후 치

유 기간이 감소될 수 있음을 보고하 다.

Lazzara 등26)은 기계 연마 임프란트와 이중 산부식 표면

처리 임프란트를 식립하여 6개월 후에 골-임프란트 접촉률

을 비교하기 위해 순수 티타늄 임프란트의 반쪽 면에 이중

산부식 표면 처리면을 형성하여 두 표면을 가진 임프란트를

만들어 11명의 환자에게 1개씩을 상악 구치부에 식립하

다. 식립 6개월 후에 임프란트와 주위 경조직을 제거하여

조직학적 분석을 시행하 는데, 이중 산부식 표면 처리면에

서의 골-임프란트 접촉률은 평균 72.96%이었고, 기계 연

마면에서는 평균 33.98%로 측정되었다. 수치가 낮은 50%

의 값만을 평균한 값을 보면 각각 59.1%와 6.5%로서 골

질의 상태가 좋지 않을수록 이중 산부식 표면 처리면의 골-

임프란트 접촉률 값이 기계 연마면에 비해 더 큰 값을 갖는

것을 보고하 다.  

Testori27) 등은 15명의 환자에게 이중 산부식 표면 처리

임프란트를 식립한 후 즉시 교합력을 가하여 48개월 후까

지 경과 관찰하 다. 모두 하악의 완전 무치악 환자로서 총

103개의 임프란트를 식립하 는데 이중 92개의 임프란트

에 즉시 교합력이 가해졌다. 9명의 환자에서는 식립 4시간

후에 임시 보철물을 장착하고 6 개월 후에 보철물을 장착하

고, 6명의 환자에서는 식립 36시간 후에 보철물을 장착한

후 예후를 관찰하 는데 92개 중 한 개의 임프란트 만이 기

능 3주에 감염으로 실패되어 98.9%의 성공률을 볼 수 있었

고, 나머지는 48개월 후까지 100%의 성공률을 보여,

하악의 완전 무치악 환자에 있어서 5-6개의 이중 산부식 표

면 처리 임프란트에 의한 즉시 하중 임프란트 보철물이 기

존의 수개월 후 교합력을 받게 되는 임프란트 치료의 체

치료법이 될 수 있음을 보고하 다.

Trisi28) 등은 기계 연마 임프란트와 이중 산부식 표면 처

리 임프란트에 있어서 골접촉과 골질에 한 연구를 하

다. 상악 구치부에 2mm 지름의 임프란트를 식립 6개월 후

에 trephine 하여 조직학적 표본에서 비교하 다. Image-

analysis  software로 50배에서 분석하 다. 기계 연마 임

프란트의 골-임프란트 접촉률은 35.32%±27.87%이었으

며, 이중 산부식 표면 처리 임프란트의 골-임프란트 접촉률

은 72.35%±24.13%이었다.

Stach29) 등은 2614 개의 기계연마 임프란트와 2288개의

이중 산 부식 표면 처리 임프란트에 한 계측값을 분석하

여 누적 성공률(cumulative success rates)을 계산하 다.

기계 연마면 임프란트의 4-year 누적 성공률은 모든 골 부

위에서 92.7% 고, 골질이 좋은 상태에서는 93.6%, 골질

이 좋지 않은 상태에서는 88.2% 으며, 이중 산 부식 표

면 처리 임프란트의 4-year 누적성공률은 모든 골 부위에

토끼 경골에서 치과용 임프란트의 이중 산부식 및 양극 산화 표면처리에 따른 조직계측학적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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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98.4%, 좋은 골 상태에서 98.4%, 좋지 않은 골 상태에

서는 98.1% 다. 그러므로 골질의 상태가 좋지 않을 때에

는 이중 산부식 표면 처리 임프란트의 식립이 예후가 좋다

는 결과를 보고하 다.  

Weng 등30)은 열악한 골질 상태에서 이중 산 부식 표면 처

리 임프란트와 기계 연마 임프란트의 조직학적 소견을 비교

하 다. 다섯 마리의 여우 사냥개의 골 한쪽에 있는 소구치

들을 발치 한 후 8개월의 치유 기간 후에 각각 두 개씩의 이

중 산부식 표면 처리 임프란트와 기계 연마 임프란트를 식

립하 다. 임프란트 끝은 골 도가 낮은 하악골의 중앙 부

위에 위치시켰다. 4개월 후의 조직 형태학적 소견을 평가하

는데, 임프란트 주위의 치근단 부위에서의 골 도는 이중

산부식 표면 처리군 52.2%, 기계 연마군 49.9%로 비슷한

양을 나타내었으나 골-임프란트 접촉률은 이중 산부식 표면

처리군 62.9%, 기계연마군 39.5%로 이중 산부식 표면 처

리군이 더 높았다.

본 연구에서 토끼의 경골에 임프란트를 식립 후 치유 기간

에 따른 골-임프란트 접촉률은 기계 연마 임프란트에서 2

주, 4주, 8주에 각각 26.85%, 64.29%, 82.66%, 이중 산

부식 표면 처리 임프란트에서는 62.64%, 77.85%,

85.34%의 결과를 얻었고, 나사산 사이의 골면적 비율은 기

계 연마 임프란트에서 21.55%, 49.32%, 71.62%, 이중

산부식 표면 처리 임프란트에서 42.81%, 62.60%,

87.73%로 측정되어, 식립 2주에 있어서 이중 산부식 표면

처리 임프란트가 기계 연마 임프란트보다 골형성이 약 2배

정도 많이 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Kim 등31)은 50μm 산화 알루미늄 입자로 표면을 분사 처

리한 임프란트와 분사 후에 표면을 산화 처리한 임프란트를

가토에서 연구한 결과, 식립 4주 후의 골-임프란트 접촉률

은 분사 처리군에서 23.1%, 분사 후 산화 처리군에서

33.3%를 나타냈으며, 12주 후에는 유의적인 차이가 없었

고, 나사선 사이에서의 골면적률은 식립 4주에서 각각

53.1%와 44.9%로 분사 처리군이 높았으나 12 주에서는

유의적 차이가 없다고 하 다.

Zechner  등32)은 12 마리 성장된 미니피그에서 하악 소구

치를 발치 후 다른 세 종류의 표면처리 방식의 임프란트를

각각 24개씩 매식하여 3주, 6주, 12주 후에 조직 형태학적

관찰을 시행한 연구에서, 총 관찰 기간 동안의 골-임프란트

접촉률은 기계 연마군이 19.39%, HA-coated 표면처

리군이 39.05%, 양극 산화 표면 처리군이 42.72% 로 기

계 연마군과 다른 두 표면 처리군 과는 차이가 있었고, 두

표면 처리군은 골-임프란트 접촉률이 유사한 값으로 관찰되

었다.   

Ivanoff 등33)은 인체의 악골에 기계 연마 표면의 소형 임

프란트와 양극산화 표면 처리된 소형 임프란트 각각 20개

씩을 식립하여 상악에서는 평균 6.6 개월 동안, 하악에서는

평균 3.5 개월 동안의 치유기간 후에 조직을 관찰하 다.

임프란트 주위 조직을 trephine으로 임프란트와 함께 채취

후 조직 표본을 만들어 관찰하 는데, 양극 산화 표면 처리

된 임프란트의 표면을 따라서는 새로이 형성된 가는 골소주

들이 표면에 근접하여 존재하는 것이 많이 보 으나 기계

연마 표본에서는 별로 관찰되지 않았다. 골-임프란트 접촉

률은 양극 산화 표면 처리군에서 상하악 각각 29%와 37%

이었으며, 기계 연마군에서는 각각 11%와 15% 이었고, 나

사산 사이의 골면적은 양극 산화 표면 처리군에서 상, 하악

각각 32%와 44% 이었으며 기계 연마군에서는 23%와

31% 다고 보고하 다.

본 연구에서 양극 산화 표면 처리 임프란트의 골-임프란

트 접촉률은 식립 후 2주, 4주, 8주에 각각 59.82%,

75.23%, 86.39%로 측정되었고, 나사산 사이의 골면적 비

율은 40.33%, 75.56%, 83.94%로 측정되어, 식립 2주에

는 기계 연마 임프란트보다 이중 산부식 임프란트와 양극

산화 임프란트에서 약 2배의 골-임프란트 접촉률과 나사산

사이의 골면적 비율을 보이므로 식립 초기에 골형성이 증진

되어 있음을 확인 할 수 있었다. 

피질골에 있어서 골유착 임프란트의 계면골 성장의 시간

적 과정은 사람에 있어서 토끼보다 약 3배의 시간이 소요되

므로34), 2주에는 가골이 형성되는 시기로 사람의 6주에 해

당하고, 4주에는 사람에서의 3개월에 해당하며, 6주 이후는

계면골이 개조되기 시작하고 8주정도면 점차 골성숙이 되

어가는 시기로 사람에서는 략 6개월에 해당한다. 환자에

게 임프란트 시술을 할 경우 즉시 하중 임프란트 외에는

개 3개월에서 6개월 사이에 보철물을 수복하게 되는데, 이

시기가 되면 임프란트 주위 골계면에 골성숙이 이루어져 교

합력에 저항할 수 있기 때문이다.    

본 실험 결과에 의하면 토끼의 경골과 같이 골질이 좋지

않은 상태에 있어서도 이중 산부식 표면 처리 임프란트와

양극 산화 표면 처리 임프란트가 식립 초기의 골유착이 양

호하 던 것으로 미루어 저작 기능을 조기에 수행할 수 있

을 것이라 사료된다.

Ⅴ. 결 론

본 연구에서는 임프란트의 표면 처리 방법에 따른 골유착

률을 비교 관찰하기 위하여 기계 연마 임프란트, 이중 산부

식 표면 처리 임프란트, 양극산화 표면 처리 임프란트를 선

택하여 각 임프란트의 표면을 주사 현미경으로 관찰하 으

며, 체중 3.0-3.5 Kg의 NZ White 토끼 9마리를 이용하여

좌우측 경골에 총 18개의 임프란트를 식립하여 2주, 4주, 8

주에 희생시킨 후 조직 표본을 만들어 광학 현미경 하에서

각각의 골형성 양상을 관찰하 고, 골-임프란트 골접촉률과

나사산 사이의 골면적 비율을 측정하여 다음의 결과를 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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었다.

1. 주사 전자 현미경적 소견에서 기계 연마 임프란트는 평

활한 표면에 힌 자국이 관찰되었고, 이중 산 부식 표면

처리 임프란트에서는 크고 작은 수많은 미세 주름과 크

고 작은 날카로운 능선이 있는 거친 골짜기 형태들이 관

찰되었으며, 양극 산화 표면 처리 임프란트는 산화층

과 미세기공이 전체적으로 고루 분포되어 있는 다공성의

표면이 관찰되었다.

2. 골-임프란트 접촉률은 임프란트 식립 후 2주에 기계 연

마 임프란트, 이중 산부식 표면 처리 임프란트, 양극 산

화 표면 처리 임프란트 순으로 각각 2주에 26.85%,

62.64%, 59.82%로 측정되었고, 식립 후 4주에는 64.

29%, 77.85%, 75.23%, 식립 후 8주에는 82.66%,

85.34%, 86.39%로 측정되었다.              

3. 나사산 사이의 골면적 비율은 기계 연마 임프란트, 이중

산부식 표면 처리 임프란트, 양극 산화 표면 처리 임프란

트에 있어서 임프란트 식립 후 2주 째에는 각각

21.55%, 42.81%, 40.33%으로 측정되었고, 식

립 후 4주 째에는 49.81%, 62.60%, 75.56%로 측정

되었으며, 식립 후 8주 째에는 71.62%, 87.73%,

83.94%로 측정되었다.

이상의 결과에 의하면 임프란트 식립 후 2주에서의 골-임

프란트 접촉률과 나사산 사이 골면적 비율은 이중 산부식

표면 처리 임프란트, 양극 산화 표면 처리 임프란트 모두 기

계 연마 임프란트보다 높았으며, 8주까지 치유 기간이 경과

함에 따라 차이가 점차 감소하 다. 그러므로 이중 산부

식 표면 처리 임프란트나 양극 산화 임프란트에서는 기계연

마 임프란트에 비해 식립 초기에 골접촉과 골형성이 많아

저작 기능을 조기에 수행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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