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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 배경

본 실험에서는 절삭형 표면과 hydroxyapatite 코팅 표면의 뒤틀림 제거력 측정 및 조직계측학적 분석

의 비교 및 hydrxyapatite 코팅의 형태학적 변화에 따른 뒤틀림 제거력 측정 및 조직계측학적 분석을 시

행하고자 하 다.

연구방법 및 재료

체중 2.5-3.5㎏ 내외의 10마리의 수컷 토끼를 실험동물로하여 직경 3.5㎜, 육각형 상부구조(hexago-

nal top)의길이가 2㎜, 나사(screw)의 길이가 6㎜인 임프란트를 토끼의 경골에 식립하 다. 실험군은 모

두 3군으로 나누어 조군으로는 아무런 표면처리를 하지 않고 절삭된 상태 그 로 하 고, 실험 제1군

은 hydroxyapatite를 50㎛의 두께로 나사의 표면에 띠 (band)의 형태로, 실험 제2군은 hydroxyapatite를

50㎛의 두께로 나사의 전체면에 걸쳐 코팅 처리하 다. 임프란트 식립 수술 8주 경과 후, 토끼를 희생

한 후 뒤틀림 제거력을 측정하 으며 조직 표본을 제작하 다. 골-임프란트 접촉률은 임프란트 측면의

나사선 총 길이를 우선 측정하고 나사와 접촉하는 골의 길이를 측정하여 백분율을 구하 다. 분산분석

(ANOVA)과 Kruskal Wallis test를 이용하여 통계처리를 하 다.

연구결과

1. 뒤틀림 제거력은 조군, 실험 제1군, 실험 제2군에 해 각각 9.36±5.64 N㎝, 48.40±16.66 N㎝,

82.37±22.56N㎝로 측정되었다. 각 군 사이에서 통계학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

(p<0.05).

2. 조직학적 관찰 결과 골과 임프란트 사이의 접촉은 부분의 경우 상방의 피질골에서 나타났다. 그

러나 hydroxyapatite로 코팅된 부분에서는 골수강 내에서도 골접촉이 일어나는 부분이 관찰되기도

하 으며 염증세표의 침윤은 관찰되지 않았다.

3. 골-임프란트 접촉률은 조군, 실험 제1군, 실험 제2군에 해 각각 22.40±10.1 %, 31.19±7.5 %,

41.41±12.2 %로 나타났다. 조군과 실험 제1군 사이, 그리고 실험 제1군과 실험 제2군 사이에서

는 통계학적인 유의차가 나타나지 않았지만 조군과 실험 제2군 사이에서는 통계학적인 유의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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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나타났다(p<0.05).

결론

절삭형 표면보다 hydroxyapatite 코팅된 표면에서, 그리고 코팅된 면적에 비례해서 높은 뒤틀림 제거

력과 골-임프란트 접촉률을 보 다.

*본 연구는 보건복지부보건의료기술진흥사업의 지원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임. (01-PJ1-PG4-01PT03-

002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