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골을 발생시키고 그 형태를 유지하는 메커니즘을 이용하여 임플란트 수술을 고안하는 능력으

로 치료 가능성의 새로운 범주를 개척할 수 있다. 이런 독창적인 수술 전략은 환자의 기본적인 골

조절 과정을 이용하여 치유를 증진시킴으로써 현 술식의 예견성을 증가시킬 수 있다. 수술이 적절

하게 디자인되면, 예전에 실패하였던 도전적인 재건이 성공적으로 치유되도록 변형될 수 있다. 이

런 치료 전략은 임플란트의 위치에 집중하는 대신에 주변골, 임플란트, 골유착 접촉면을 뒷받침

하는 환경 구축을 목표로 한다.

이런 골형성 구조물 창조를 위한 작업 이론은 제1장에서 서술되었다. 이를 통해 수술 디자인을 

가이드하는 기본적 제작 원칙을 알 수 있다. Harvold에 의하면, 골 조직을 성공적으로 제작하기 

위해서는 안정적 환경, 세포의 공급원, 근신경 입력, 병적 이상의 부재가 필요하다.1 골형성 구조물

의 각 필수적인 요소들의 본성과 역할을 올바르게 인식하고 수술 디자인에 포함시켜야 한다. 하나

의 요소가 생략되면 치유 잠재력을 약화시키고 시스템이 얼마나 잘 시행되는지에 대한 평가가 어

려워진다. 필요한 조건을 충족시키기 위한 디자인은 창의력의 문제이다. 일부 증례에서, 정상적인 

치유력을 능가하는 수술 계획이 임상적으로도 활용되도록 만들어질 수 있다.

기능적 기질 내에서의  
골유착 구축과 유지
(Establishing and Maintaining Osseointegration 

within the Functional Matrix)

제2장 

13



2

14

임플란트와 치과재건을 위한 수술디자인: 뉴 패러다임

이런 접근은 독자생존 가능한(viable) 기존의 골 단위를 가지는 

것이 임플란트의 성공적인 치유를 위한 전제조건이라는 명제에서 

출발한다. 새로운 전략에서 중요한 디자인 목표는 새로운 골격 단

위 위치에 골형성 구조물을 구축하는 것이다. 해당 부위에는 선재

(preexisting)골이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다. 골격 단위가 

임플란트를 수용하도록 하는 것이 치료의 목표라면, 임플란트도 

수술 구조물의 일부분이 된다. 이런 수술에서는 임플란트를 재생 

공간 내에 고정시켜 골유착을 얻을 수 있다. 재생 공간 내에서 발달

된 골은 임플란트를 둘러싸고, 골유착 접촉면이 형성된다. 

골유착을 구축하고 유지하는 방법이 기술적인 면과 이론적인 면

에서 전형적인 수술법과는 다르다. 이런 접근은 골 형태를 조정하

는 근본적인 조절 메커니즘에 근거한다. 임플란트 보호를 포함하는 

국소적인 골 메커니즘에 대한 개념은 국소적 신호와 원거리 신호에 

의해 조절된다. 이 이론은 골유착이 골 조절의 전체적인 체계를 포

함하고, 단순한 골과 임플란트 타이타늄 산화층의 상호작용을 넘

어 위로는 뇌로부터 아래로는 세포 내 나노 구조에까지 확대된다고 

제안한다. 이런 골유착에 대한 두 가지 개념이 같은 생물학적 체계 

안에 존재하기 때문에, 그들은 공유된 생리 과정의 일부분이어야 

한다. 외과의가 기존의 영역을 유지하기 원한다고 할지라도, 임플

란트 부위에서 일어나는 과정이 골격을 유지하는 전반적인 과정과 

상호작용하는 방법을 이해하는 것은 가치가 있다.

골유착의 전통적인 개념 

(Conventional Concepts of Osseointegration)

임플란트 위치 접근에 대한 두 가지 치료법을 비교하고 대조

해 볼 필요가 있다. 식립된 골격 고정 장치를 구축하고 유지하는 

Branemark의 혁신적인 작업은 치과의사와 정형외과의에게 새로

운 접근법을 제안하였다.2,3 원래의 machined-surface 타이타늄 

임플란트는 초기에 만족스러운 결과를 이끌어냈었다.4 다른 재료와 

타이타늄 표면 처리가 골치유와 이런 장치들의 장기간 성과에 어떻

게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연구가 연이어졌다.5-7 보통의 환자가 치

료를 받는다면, 예견 가능한 치유와 장기간 고정된 보철물을 분명

히 기대할 수 있다. 오늘날 학생들은 특수 기술 프로토콜이 뒤따른

다면, 특유의 골유착 치유 반응을 예상할 수 있다고 배우고 있다.

골유착 획득의 실패 요인이 다음에 한정되는 것은 아니다. (1) 

drilling시 과다 발열이나 임플란트의 초기 고정을 약화시키는 과

다한 기구조작 등과 같은 기술적인 수술 실수; (2) 흡연 같은 환자

의 문제점; (3) 임플란트에 영향을 미치는 세균총을 수반하는 만

성치주질환; (4) 보철물의 디자인과 임플란트에 대한 기계적 부하. 

치과 임플란트학의 다양한 면을 포함하는 광범위한 연구에도 불

구하고, 현재 치료 기술의 이론적 기초는 기본적으로 Brånemark

이 정리한 내용과 동일하다.2,3 수술과정에서 골제거는 정확하고 비

외상성으로 시행되어야 한다. 수술 중 drilling 동안 발생되는 마

찰을 조절하는 것이 중요하다. 임플란트의 모양과 표면 처리가 여

러 가지 형태로 시도되었으나, 타이타늄이 가장 일반적인 재료로 

남게 되었다.

임플란트를 drilling 부위에 식립할 때, 외과의는 장치를 기계적

으로 안정되게 해야 한다. 기존의 2단계 프로토콜에서는 골유착이 

형성된 후에 임플란트 보철물을 수복한다. 임플란트가 식립된 직

후에는 제거된 골벽에 임플란트의 나사산이 박혀서 기계적인 안정

을 갖게 된다. 이런 상황은 독자적인 골이 임플란트 표면의 타이타

늄 산화층을 향해 바로 성장하면서 전환되게 된다. 

임플란트 표면에 근접한 골에서 일어나는 과정을 이해하는 것은 

중요하다. 제거된 측벽은 임플란트의 표면 윤곽에 정확하게 맞지 

않는다. Drilling, tapping, self-tapping 하여 임플란트를 식립

하면, 임플란트와 골 사이에 필연적으로 틈이 생긴다. 또한 골파편

도 생기고 혈액순환도 손상된다. 치료의 성공은 골유착 접촉면의 

형성 여부에 달려있다. 섬유성 결합조직이 임플란트 표면과 골 사

이에 형성되면, fixture가 흔들리게 되고 임상적 가치를 잃게 된다. 

임플란트가 식립되면서 발생된 회전력에 의해 골측벽에 압력을 

가하게 되고, 추가적인 골 괴사가 일어난다. 치유 과정의 일부로 죽

은 잔해는 흡수되어 제거된다. 골측벽이 탈회되면서 치유 과정 조

절에 중요한 growth factor가 분비된다. 이런 이화상태 작용(cat-

abolic phase)으로 새로운 구조의 골이 형성되게 된다. 이런 과정 

동안 임플란트는 절대적으로 기계적 안정 상태를 유지해야 한다. 

임플란트의 동요는 섬유성 캡슐화를 야기하고, 이는 골유착 실패

로 이어진다.8,9

성공적인 골유착이 나타나려면, 인접골에 골흡수와 침착이 진

행되면서도 임플란트의 안정성을 유지할 수 있는 메커니즘이 있어

야 한다. 새로 식립된 임플란트의 인접골 모두에서 흡수가 일어난

다면, 골은 임플란트의 기계적 접지력을 잃게 될 것이다. 동요도가 

있는 임플란트는 섬유성 캡슐화를 만들어서 골유착 접촉면이 형

성되지 않는다.

Brånemark은 임플란트를 식립한 다음에 일어나는 치유반응 

중 가장 우선하고 영속적인 설명을 제안하였다2(그림 2-1). 원래

의 Brånemark 프로토콜은 골 내부에 임플란트 식립을 위한 나

사산을 비외상성으로 형성하는 과정을 포함한다. 준비된 골과 임

플란트가 긴밀하게 결합해야 골과 타이타늄 간에 지속적인 생리

적 부가성장을 유도하게 된다. 노출된 골 표면의 탈회가 일어나는 

동안에도 임플란트 표면에 대한 골 조직의 생리적 접촉은 안정성

을 유지한다.

Misch는 임플란트 식립 직후 일어나는 치유반응을 다시 논의

하였다. 그에 의하면 첫 번째 단계는 동화작용 모형화(anaboli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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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deling)로, 숙주골과 임플란트 표면 사이에 가골(callus)이 형

성된다.10 가골은 임플란트와 준비된 골 사이의 불완전한 궁합으

로 형성된 공간을 채우게 된다. 이 작용은 국소적 혈병에서 방출된 

cytokine에 의해 중재된다. 임플란트의 기계적 안정성은 drilling

된 측벽과의 생리적 접촉으로 유지된다. 골이 수술 기구 조작에 의

해 손상되어 조직이 죽은 상태라고 하더라도, 골은 여전히 임플란

트를 기계적으로 지지한다. 골유착 접촉면이 구축될 때까지 죽은 

골은 후에 접촉면 개조(interface remodeling)에 의해 제거된다.

생골(vital bone)과 임플란트와의 직접 접촉은 성공적인 골유착 

치료의 전제조건이다. 타이타늄은 임플란트 재료로 인정되고 있다. 

과거에는 많은 다른 재료들이 시도되었다. 결과는 주로 섬유성 캡

슐화와 임플란트 실패로 나타났다. 실험용 동물과 사람에서 타이

타늄 임플란트가 성공적인 골유착을 보이고 난 후에, 다른 재료보

다 좋은 치유 결과가 나타나는 이유에 대한 연구가 집중적으로 이

루어졌다. Kasemo는 임플란트와 숙주 조직 사이의 접촉면을 이

루는 타이타늄 산화층의 화학적 특성에 대해 설명했다.11 그는 타

이타늄 산화층이 기관계(organic system)와 긴밀하게 화학적 결

합을 형성하고, 이 긴밀성에 의해 살아있는 골세포가 임플란트 표

면에 부착을 유지하게 된다고 하였다.

골형성 구조물 내의 골유착 구축

(Establishment of Osseointegration Within 

a Bone-Forming Construct)

이상적인 임상 상황에서 임플란트는 건강한 환자의 넉넉한 골부

피를 가진 공간에 식립된다. 임플란트가 식립되는 부위는 자연치가 

발달되고 발거되는 단순한 역사를 가진다. 치주질환은 문제가 되

지 않는다. 치주 표현형(periodontal phenotype)은 두껍고, 웃을 

때 치아가 보이지 않는다. 교합은 건강한 자연치 상에서 이루어진

다. 이런 시나리오에서 임플란트 식립은 예견 가능한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다. 표준화되고 익숙한 프로토콜에 변화를 줄 필요가 없

다. 과거에 받아들여졌던 개념의 이해가 이 수술에 응용되지 않는

다 해도 문제가 될 것이 없다.

바람직하지 않은 결과가 나올 때, 특별한 원인을 식별하는 것이 

중요하다. 원인으로는 재료의 결함, 외과의의 실수, 숙주의 치유력 

결핍 등이 될 것이다. 종종 실패의 원인을 판가름할 수 없기도 하

그림 2-1a 1977년, Brånemark은 타이타늄 임플란트 주변 골치유의 작업 이론에 관한 도해를 제시하였다. 골유착을 구축하기 위한 

이 방법은 표준화된 술식으로 남아있다. 나사산이 형성되어 있는 골 부위는 임플란트와 완벽하게 일치할 수 없다. 골 내에 나사산 구

멍을 만들어주는 이유는 식립 직후와 초기 치유 기간 동안 고정을 얻기 위해서다. 1=임플란트와 골 사이의 접촉(고정부); 2=근접 와동 

내의 혈종, 임플란트와 골에 의해 경계 지어진다; 3=피할 수 없는 온도와 기계적 외상으로 손상된 골; 4=원래 상태의 무사한 골; 5=

임플란트. 

그림 2-1b 부하가 가해지지 않는 치유 기간 동안 혈종은 가골(callus) 형성을 통해 새로운 골로 변환한다(6). 손상 받은 골은 혈관재생, 

탈회, 재석회화 과정을 통해 치유된다(7).

그림 2-1c 초기 치유 기간 후에 살아있는 골 조직은 다른 어떤 매개조직 없이 임플란트 표면과 긴밀한 접촉을 하게 된다. 경계 지역

(border zone) 골(8)은 저작력에 반응하여 개조된다.

그림 2-1d 실패한 경우, 일종의 가성관절(pseudoarthrosis)로 구성된 비석회화 결합조직(9)이 경계 지역에 형성된다. 이런 발달은 과

도한 조작 외상, 감염, 경조직의 충분한 석회화와 조직화가 일어나기 전인 초기 치유기간 동안 가해진 교합력이나 감당할 수 없는 크

기의 부하 등으로 인해 개시될 수 있고, 유착 형성 수년 후에도 발생할 수 있다. 골유착이 소실되면 다시 재구축될 수 없다. 부적절한 

기계적 생물학적 능력을 지닌 결합조직이 어느 정도 조직화되면, locus minoris resistentiae(질병에 대해 취약한 기관)가 형성된다. 

(Brånemark 등3의 승인 하 발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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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다른 어떤 경우에서는 해부학적 결함이 성공적인 결과를 방해

하기도 하지만, 어쨌든 그 술식은 완성된다. 놀랍게도 부위는 완전

하게 치유되고 수년간 잘 쓰이게 된다. 

예상한 결과가 나오지 않으면 골유착의 생리학에 대해 현재 알려

진 것보다 좀 더 복잡한 설명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상기해야 한다. 

어떤 임플란트는 기본적인 프로토콜대로 수술이 시행되지 않았음

에도 불구하고, 성공적으로 치유되기도 한다. 또 어떤 경우는 철저

하게 프로토콜대로 진행되고 환자에게 아무런 문제가 없음에도 불

구하고 치유가 되지 않기도 한다. 이런 모순을 연구하고 이해해야 

한다. 포괄적인 골격 생리와 임플란트가 상호작용하는 방법을 고려

하는 대안적인 치료법에 대한 접근이 필요하다. 이런 접근을 통해 

골유착에 대한 현재의 이론으로는 납득할 수 없는 예상치 못한 결

과를 설명할 수 있어야 하며, 현재 알려지지 않은 과정들을 이용하

여 더 좋은 수술 결과를 이끌어 낼 수 있어야 한다. 이런 분석으로, 

골유착의 과정이 제1장에서 언급한 골형성의 필요조건들—안정된 

환경, 세포의 공급원, 근신경 입력, 병적 이상이 없는 상태—과 어

떠한 연관이 있는지도 고려하게 된다.

안정된 환경(Stabilized environment)

골형성 구조물의 필수적인 요소 중의 하나는 안정된 환경이다. 

골형성 부위의 기계적 움직임을 조절하는 것은 골유착의 전형적인 

개념과 골형성 구조물의 구축에서 공통된다. 앞서 언급한 것처럼 

임플란트의 안정성은 형성된 drilling 부위와 임플란트 표면의 기

계적인 결합으로 형성되고 유지된다.

그림 2-2는 3개의 임플란트가 각각 다른 부피의 골에 위치된 것

을 나타낸 것이다. 임플란트 A는 골에 의해 완전히 수용되었다. 골

증대술이 필요 없고, 임플란트는 식립 순간부터 안정적이다. 임플

란트 B는 초기 고정을 구축하기에 충분한 양의 골에 식립되었다. 

근첨부가 상악동저(sinus floor) 너머까지 위치되었다. 임플란트 C

는 얇은 상악동저에 식립되었다. 임플란트와 골 사이에는 최소한

의 접촉만이 존재하고, 식립 당시에는 움직일 것이다. 상악동저 골

의 두께는 임플란트의 smooth surface 높이 이하이다. 임플란트 

rough surface의 어느 부분도 자연골과 접촉하지 않는다. 상악동 

거상술 이식재가 임플란트 B와 C의 노출된 표면을 덮는다. 

이 세 가지 시나리오에서 임플란트 A는 골유착으로 가장 성공

적으로 치유될 것이다. Fixture의 일부분에서 골임플란트 안정을 

받혀주는 능력이 부족하다 해도, 고정화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다른 부분이 있다.

임플란트 B는 초기 고정과 함께 시작한다. 임플란트와 준비된 

골벽이 불안정하게 맞는다고 해도 초기 고정을 얻을 수 있다. 임플

란트가 절제된 골 표면에 삽입되어 얻은 기계적 안정의 일부분은 

fixture에 인접한 골이 이화작용의 탈회를 거치면서 잃게 된다. 이

런 이화단계 동안 과다한 기계적 지지를 잃게 된다면, 임플란트는 

흔들리게 되고 섬유성 캡슐화가 발달하게 될 것이다. 이런 시나리

오에서도 어떤 임플란트는 이화상태에서 안정성을 유지하여 골유

착 접촉면으로 발달될 수 있다.

임플란트 C에서처럼 fixture가 식립 당시 움직이면, 골유착 접

촉면으로 치유될 가능성은 적다. 대부분의 외과의들은 C 부위에

서 임플란트 식립을 보류하고 상악동 거상술로 강화하는 것을 선

택한다. 이렇게 함으로써 C 부위에 고정에 충분한 양의 골을 확보

한 상태에서 임플란트를 식립하고자 한다.

임플란트 식립 부위 자연골의 다양한 골량은 다음과 연관된다. 

(1) 초기 고정 확보 가능성, (2) 이화작용의 치유 단계 동안 고정 유

지에 대한 가능성, (3) 골발생 세포의 효용성. 임플란트 A에서 예견

성이 가장 높고 C에서 가장 낮다. B는 치유가 될 수 있지만 성공률

은 낮다. B의 실패율이 A보다는 높지만 C보다는 낮다.

추가 안정을 위한 bone plate 

(Bone plates for added stabilization)

이 시나리오를 발전시켜보면, 임플란트 C에 bone plate를 덧붙

일 수 있다(그림 2-3). Bone plate의 확장된 arm이 임플란트 부

위에서 일정 거리를 두고 자연골에 닿게 된다. 2개의 microscrew

그림 2-2 세 가지의 임플란트 부위는 보유하고 있는 자연골의 양이 다르다. Site 

A는 임플란트를 완전히 수용하여 초기 고정을 얻을 수 있다. Site B는 임플란트

를 부분적으로 감싸지만 즉시 안정성을 가진다. Site C는 잠재적인 골유착 표면

의 어떤 부분도 덮지 못하고 초기 고정을 얻을 수 없다. 이식재만 임플란트를 감

싸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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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arm을 자연골에 고정시킨다. 

임플란트 치유의 이화상태 동안 골흡수는 각각의 임플란트에 각

기 다른 영향을 미친다(그림 2-4). 임플란트 A는 drilling된 벽에

서 골흡수가 일어나더라도 안정된 상태를 유지한다. 임플란트 B는 

안정화된 골의 양이 상대적으로 적고 fixture가 주변의 힘에 의

해 움직이기 쉽기 때문에 그 안정성을 유지하는 것이 더 힘들어진

다. 또한 구강 점막과 상악동막의 두 가지 방향으로부터 상피세포

의 이동에 취약하게 된다. 이와 대조적으로 임플란트 A는 구강 쪽

으로부터의 상피 내 증식만 직면하게 된다. 임플란트 B의 경우에서

는 이화작용에 의한 흡수가 임플란트의 안정성을 떨어뜨리고 섬유

성 캡슐화가 발생하게 된다.

임플란트 C는 자연골과의 접촉이 전혀 없다. 점막골막성 판막이 

구강방향으로 거상되고 상악동막이 상방으로 거상되면, 위축된 상

악동저의 소량의 골은 혈액 공급을 받지 못하게 된다. 또한 임플

란트 식립 동안 일어나는 drilling으로 상해를 입게 된다. Bone 

plate와 microscrew를 이용하여 임플란트 C를 공간 내에 매달리

게 고정한다. Microscrew의 크기가 작고 골절단 부위에서 일정 거

리를 유지하고 있어서 bone plate를 안정되게 하고, 이로 인해 임

플란트의 안정성을 유지할 수 있다.

Microscrew도 일종의 임플란트이기에 이화작용의 흡수를 겪

게 된다. Microscrew는 임플란트 부위보다 늦게 헐거워진다. 이로 

인해 이식재가 임플란트와 기계적인 접지력을 얻을 때까지 bone 

plate-microscrew 조합체가 임플란트를 안정시킬 수 있게 된다.

임플란트 B는 보조적인 안정화가 없기 때문에 기능, 호흡, 저작 

하에서 골 굴곡(flexion)에 의해 전해진 낮은 수준의 힘에도 취약

하게 된다. 이런 힘들은 결과적으로 임플란트 동요와 섬유성 캡슐

화를 일으킨다. 임플란트 C는 상대적인 부동성을 유지한다. 이렇

게 골유착은 임플란트 A와 C에서 발달하고, B에서는 실패한다 

(그림 2-5).

Bone plate는 원래 안면 골절 수복을 위한 것으로 타이타늄 합

금(Ti-6Al-4V) 망(mesh)으로 만들어진다. 권고되는 재료의 두께

는 0.3mm이다. 임플란트에 plate를 부착하고 작은 bone screw로 

고정하면 안정성이 제공되지만, 유연성 없는 부동성은 아니다. 임상

적으로 보면 지나치게 경직된 bone plate가 더 좋은 결과를 가져

오지 않을 뿐만 아니라, 이런 plate는 골의 굴곡에 맞춰 위치시키

기 더 어렵다. 두께 0.3mm의 타이타늄은 손의 힘으로 구부릴 수 

있으면서 임플란트에의 부착을 유지한다.

최적의 골형성을 위한 이상적인 고정력은 알려져 있지 않다. 배발

생 과정에 의하면 이상적인 환경은 주된 기계적 힘으로부터 보호는 

하되 견고한 부동은 아니다. 배아에서 하악골은 Meckel 연골 바로 

인접한 곳이 아니라, 좀 떨어진 위치에서 형성된다.1 골형성 환경의 

작업 이론(working theory)에 의하면, 전구세포에 기계적 신호가 

도달하기 위해서는 약간의 움직임이 필요하다.12-15

골형성 환경 내에서 적절한 신체적 안정성을 구축하는 것은 골

형성을 얻기 위한 필수 요소이다. 구조물 중심에 임플란트를 위치

시키고 부수적인 안정화를 제공하고자 하는 접근은 보호적인 환경

(sheltered environment)을 위한 필요조건이다.

정형외과 술식으로부터의 레슨 

(Lessons from orthopedic practice)

고정원을 이화작용의 개조 부위에서 떨어진 부위에 위치시키는 

원리는 정형외과 술식에서 보편적으로 적용된다. 정형외과 의사는 

그림 2-3 임플란트 C에 추가된 bone plate는 상대적

인 기계적 안정성을 구축한다. Bone plate는 0.3mm

의 타이타늄 합금으로 2개의 microscrew에 의해 고

정된다.

그림 2-4 각각의 임플란트에 인접한 골은 자연적인 

치유 순서에 따라 탈회된다. 임플란트 C의 타이타늄 

plate가 주변골의 흡수에도 불구하고 임플란트의 안

정성을 유지한다. 임플란트 A는 주변골에 의해 제공

되는 풍부한 지지에 의해서 안정을 유지한다. 임플란

트 B는 자연골 지지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기계적인 

안정성을 소실할 위험이 크다.

그림 2-5 임플란트 B에서는 초기 기계적 안정성을 주

었던 자연골이 탈회과정을 거치면서 그 양이 감소하

고, 지속적인 지지를 유지할 수 있을 정도로 충분하게 

유지되지 않아 치유에 실패하였다. 임플란트 A는 국소

적이고, 순간적인 탈회과정 동안 주변골로부터 충분

한 기계적 지지를 받아 성공적으로 치유되었다. 임플

란트 C는 이식재가 통합, 강화되는 동안 bone plate

가 기계적인 안정성을 유지하여 치유에 성공했다.

ABC ABC AB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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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유 부위에서 떨어지게 내부 고정 장치를 연장시키는 술식에 익

숙해져 있다. 

2살 된 래브라도 리트리버의 종아리뼈(fibula)를 골절단시키고 

유합불능(nonunion)을 유발하였다(그림 2-6a). 표준화된 정형외

과 술식에 의해서, 구멍 11개짜리 정형외과용 bone plate를 구부

려 골절단부에 고정시켰다(그림 2-6b). 9개의 나사를 치유 부위에

서 좀 떨어진 위치에 연장하여 위치시켰다. 골 절단 부위에는 나사

를 삽입하지 않았다. 치유 부위는 재조합 인간 골 형태형성 단백질

(recombinant human bone morphogenetic protein 2; rhB-

MP-2)을 흡수성 교원질 스펀지(absorbable collagen sponge)

에 흡수시켜 처리하였다. 총 8mL의 멸균수에 12mg의 rhBMP-2

를 사용했다. 

술후 2주, 치유 부위에서 연장된 방사선 투과상이 방사선 사진상

에 나타났다(그림 2-6c). 이로 인해 치유 부위에 이화작용이 일어

남을 알 수 있고, 치유 부위에 인접한 골이 탈회되는 사실도 알 수 

있다. 방사선 투과상은 고정나사의 proximal과 distal까지 연장되

었다. 탈회는 치유 부위와 가장 가까운 나사의 기계적 고정력을 약

화시킨다. 치유 부위에서 연장된 plate상의 여러 나사는 고정을 유

지하여 움직이지 않게 해준다.

술후 10주, 방사선 사진상에서 골의 연결이 확인된다(그림 

2-6d). 탈회부는 정상 밀도로 회복된다. 

이것은 사람이나 동물에서 정형외과 의사에 의한 사지결함의 표

준적인 치료법이다. 수술에서 예상 가능한 문제점을 피하는 기술

은 수술 경험과 관련된다. 이런 경우, 치유 부위의 골은 정상적인 

치유 과정의 일부로 흡수의 과정을 거치게 된다. 치유 부위에 너무 

가깝게 위치된 고정 나사는 정상적인 치유의 흡수 과정을 거치면서 

실패를 야기할 수도 있다. 해당 부위에서 어느 정도 떨어진 부위에 

bone plate 고정 나사를 위치시켜야 치유 부위의 탈회과정 동안

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받지 않게 된다. 술후 2주, 상당한 흡수가 2

개의 고정나사까지 확장되었다. 그러나 치유 부위가 유합될 때까지 

다른 나사들이 안정을 유지한다.

 

세포의 공급원(Source of cells)

치과 임플란트 수술에서 골형성과 골유착을 완성하려면 세포의 

공급원이 필요하다. 적당한 양과 질의 세포가 있어야만 구조물이 

형성될 수 있다. 

수술 디자이너는 여러 방법으로 세포를 유도할 수 있다. 인접 조

직에서 즉각적으로 골형성 공간으로 세포를 이동시키는 것이 효과

그림 2-6a 2살 된 래브라도 리트리버

의 종아리뼈(fibula)에서 골 불연속성을 

보여주는 방사선 사진. 골유합에 실패

한 발달 결손을 교정하기 위해 골절단

을 시행하여 결손부를 형성하였다.  

그림 2-6b 골 단편을 재위치하고 구멍 

11개짜리 bone plate와 9개의 나사를 

이용하여 고정하였다. 방사선 사진으로 

골 단편의 끝부분이 직접 접촉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유합에 실패한 부분은 

재조합 인간 골 형태형성 단백질(re-

combinant human bone morphoge-

netic protein 2; rhBMP-2)을 묻힌 흡

수성 교원질 스펀지(absorbable col-

lagen sponge)로 처리하였다.

그림 2-6c 술후 2주 방사선 사진. 치

유 부위에 커다란 방사선 투과성(화살

표)을 보여준다. 치유 부위의 자연적인 

탈회로 구조골이 제거되었다. 이 기간 

동안 bone plate가 안정성을 유지한

다. 치유 부위에서 멀리 위치한 나사들

이 안정적으로 남아있다. 치유 부위에 

인접한 나사들은 흡수 지역 내에 있다.

그림 2-6d 술후 10주 방사선 사진. 골

유합이 fibula의 연속성을 회복시켰다. 

(Primary Surgeon: Andrew Sams, 

DV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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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인 방법이다. 이런 공급원이 충분한 독자생존적인 세포를 공급

할 수 없다면, 다른 방법으로 유도해야만 한다. 골 형태형성 단백질

(bone morphogenetic protein; BMP)을 이용하는 것은 이런 구

조물에서 세포의 요구사항을 만족시키는 매우 효과적인 방법이다. 

BMP는 흡수성 교원질 스펀지나 동종골을 이용하여 해당 부위로 

전달될 수 있다. 다른 경우에서는 자가골이 세포를 공급할 수 있다. 

각각의 임상적 상황에서 외과의는 세포 전달법과 운송 방법을 결정

하여 치유를 위한 최상의 지원방법을 제시해야 한다. 

근신경 입력(Neuromuscular input) 

근신경 신호를 골재건 부위로 전달하는 것도 치료의 기본 요건

이 된다. 세포 활동의 물리적 혹은 화학적 조절은 새로 유도된 세

포와 원래의 조직 모두에게 필요하다. 세포가 골형성 환경으로 포

함된 후에, 그들은 성장과 조직화를 지시하기 위한 조절을 필요로 

하게 된다.

악골계 내에서 치아는 골형성 환경을 자극하는 정보를 전달하는 

데 사용될 수 있다. PDL은 치아로부터 치조골에 기계적인 신호를 

전달한다. 이런 신호는 치조골의 정상적인 생리에 중요하다. 건강한 

PDL의 기시부는 치근이고 정지부는 lamina dura이다. 치관은 기

능하는 동안 지속적인 기계적 자극을 받는다. 치관으로 전해진 모

든 힘은 치근을 통해 흡수된다. 이런 힘들은 PDL을 통해 치조골에 

전달된다. 이런 힘은 lamina dura의 형성과 골수골(medullary 

bone)의 기본적인 골소주 형성을 지시한다. 

안면 근육은 작용하는 동안 안면 골격에 힘을 행사한다. 안면 골

격의 형태는 활동적인 안면근에 의한 기능적 자극을 반영한다. 운

동 신경의 손상에 의해 근작용이 감소한다면, 안면골 중 해당 근의 

영향을 받는 부위는 개조되고 흡수된다. 이런 현상은 근육 덩어리

와 안면 골 형태에 영향을 미치는 Parry-Romberg syndrome에

서도 나타난다. 수술 디자이너는 현존의 근작용이 재건될 부위의 

개조 양식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 것인가에 대해 인지해야 한다. 어

떤 경우 수술 디자이너는 골형성 자극의 패턴을 변형하기 위해 골 

부착 위치를 변경하기도 해야 한다.

일부의 경우 수술 디자이너는 임플란트가 필요한 무치악 악골 

부분에 근신경 신호를 전달하기 위해 적용할 수 있는 방법을 찾지 

못하기도 한다. 근신경 입력이 부족한 수술 계획은 골이식이 실패

하기 쉬우므로, 대안이 필요하다. 결손부의 골증대와 임플란트 재

건이 부적당할 수 있다. 이런 경우 치조 해부학적 구조를 변경하여 

임플란트의 필요성을 없애는 것이 가장 좋은 선택이 될 수도 있다.  

병적 이상의 부재(Absence of pathology)

성공적인 골형성 구조물을 만들기 위해서는 필수적으로 병적 상

태가 없는 환경을 구축해야 한다. 질병이 진행되면 신체적 환경, 배

양 세포 증식, 근신경 전달 체계의 온전성을 약화시켜 치유를 방해

한다. 이런 조건이 기형이라는 형태로 존재한다면, 재건 전에 확실

히 파악해야 하고 재생과정 자체의 일부분으로 조정해야 한다. 치

조 재건을 포함하는 질병은 국소적 혹은 전신적인 문제일 수 있다. 

전형적인 국소 장애는 치수, 치주, 상악동과 연관된 감염을 포함한

다. 전신적인 장애는 넓은 영역을 포함하여 스테로이드, 면역억제

제, 골다공증 치료제(bisphosphonate)와 같은 약물 복용으로 치

유가 약화된 것까지 이른다. 당뇨와 같은 대사 장애도 치유를 변화

시킬 수 있다. 배발생 기형과 연관된 결핍도 국소 문제로 나타날 수 

있지만, 전신적 장애처럼 잘 고려된다.16

국소적 병적 상태 조절(Management of local pathosis)

감염이 상악동으로부터 상악동 거상 이식 부위로 확장되는 것이 

골형성 구조물의 치유를 복잡하게 만드는 일례가 된다. 상악동 이

식술을 진행하는 동안 상악동막을 주의 깊게 다루면 이 위험은 감

소된다. 상악동 거상술 시행 중에 막이 찢어지면, 박테리아와 분비

물이 이식재를 뚫고 감염을 일으킬 수 있다.

아무리 주의를 기울여도 상악동 거상술 과정은 통풍과 배수

(ventilation and drainage)라는 생리현상에 대한 도전이고, 감

염은 수술 과정의 자연스러운 결과이다. rhBMP-2를 사용하면 상

악동막 부종의 정도가 증가될 수 있다.17 술전 상악동 상태가 무증

상이라고 하더라도 부종이 소공(ostium)을 가로막아 분비를 방해

할 수 있고, 결과적으로 상악동염을 초래할 수도 있다. 상악동 감

염의 경험이 있는 환자는 술전 예방적 약 복용이나 상악동의 외과

적 처지를 통해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다.

전신적 병적 상태 조절(Management of systemic pathosis)

발달 장애와 연관된 치조 결핍은 국소적인 문제로 초기에 나타

날 수 있다. 이런 결손의 근본적인 발병이 결손 부위의 경계 너머

까지 확장되는지 판단하는 것이 중요하다.18 소실된 골격 부위에 인

접한 해부학적 구조물이 온전하다고 하더라도, 결손부를 형성하는 

과정은 어느 정도 인접 조직의 보전에 영향을 미친다. 이와 유사하

게 인접 조직 부피 내에서 병리적 영향은 결손부를 중심으로 방사

상으로 확대될 수 있음을 고려해야 한다. 

만약에 치료 계획에서 인접 조직의 보전이 치유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면, 치유 반응에서 일어날 수 있는 타협안을 고민하여 수술

을 고안해야 한다. 어떤 경우에는 재생 환경으로부터 병적인 단편

을 제거하기 위해 수술 디자인을 변형할 필요도 있다.

결론(Conclusion)

임플란트가 전반적인 골격 생리학 안에서 상호작용하는 구조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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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라는 관점으로 골유착 과정을 연구해야 하는 이유에는 두 가지

가 있다. 첫째, 어떤 경우에서 골유착에 대한 현재 지식으로는 설

명할 수 없는 예상치 못한 결과가 있고, 이들을 설명할 가치가 있

다. 둘째, 현재의 지식을 극복할 수 있다면 골유착의 알지 못했던 

과정이 더 좋은 임상적 결과를 이끌어 낼 수 있다. 골을 조절하는 

전반적인 메커니즘을 충분히 이해한다면 외과의는 골의 성장과 유

착을 육성하는 환경을 조성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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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플란트 식립에 적합한 환경을 제작하는 데 골구성의 이론적 원리를 적용할 수 있다. 이런 원

리가 어떻게 골유착 과정 자체를 조절하는지에 대해 고려하는 것 또한 중요하다. 이런 특수한 환

경을 적합하게 디자인하고 구성하면, 임플란트 수술의 잠재성과 예견성을 확대시킬 수 있다. 골이 

잠재적인 치유력이 약한 부위에서도 발달할 수 있을 것이다. 골형성을 위한 여건이 조성되면, 처

음에 부적당하게 여겨졌던 상태에서도 임플란트가 예상대로 위치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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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상 적용(Clinical Applications)

골형성 과정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골 발달에 필요한 기본적인 조

건이 존재하거나 유도되어야만 한다. 이런 조건은 안정된 환경, 세

포의 공급원, 근신경 입력(input), 병적 이상의 부재를 포함한다1 

(제1장 참조). 해당 위치에 선재하는 조절 메커니즘이 수술을 잘 지

지할 때 성공적인 골형성과 골유착을 얻을 수 있다. 수술을 통해 

골형성 세포를 유도하고 생리적으로 안정된 환경을 구축할 수 있

어야 한다. 연조직을 주의 깊게 다루고 항생제를 사용하면, 세균

과 연관된 병적 이상을 조절할 수 있다. 아직은 근신경 입력을 합

성하는 것이 불가능하다. 수술 디자이너는 국소적 구조의 신호를 

이용하고 다른 부위로부터 공급원을 수송해야 한다. 근신경 신호

가 작용하고 있는 위치를 신중하게 분석하는 것이 수술 계획의 시

작점이 될 것이다. 

이번 단원에서는 골형성 이론이 임상적 문제를 해결하는 데 적

용되는 방법을 제시한다. 이를 통해 수술 디자인의 작은 변화가 어

떻게 약화된 부위에서 성공적이고 효과적인 수확을 생산해내는지

를 보게 될 것이다. 

실패한 임플란트 부위의 재건 

(Reconstruction of a Failed Implant Site)

골형성의 필수 요소가 존재한다면 그 부위는 수술이 개입되지 

않아도 재생될 수 있다. 임플란트가 재생될 공간에 매달리게 된다

면 장치가 위치하게 될 것이고, 골은 임플란트 표면과 유착될 것이

다. 다음의 내용은 신생골이 발달하여 공간을 채우고, 이식재 없

이 임플란트와 골유착되는 고유의 재생 능력을 개발하여 이용하

는 증례에 대한 것이다.  

증례 설명(Case description)

1987년 구치부가 다수 결손된 환자의 증례이다. 초기 machin-

ed-surface 임플란트를 #14, 15 부위에 식립하였다(그림 3-1a). 

임플란트를 짧게 연결된 혼합(hybrid) 보철물로 수복하였다. 

다른 네 부위의 구치부에도 임플란트와 보철 수복이 이루어졌다. 

#14, 15 치아를 PFM으로 수복하고 #13 치아에 nonrigid keyway 

attachment를 이용하여 연결하였다(그림 3-1b).

몇 개월간 기능하고 난 후 상악 자연치가 함입되어 keyway at-

tachment가 붕괴되고, 임플란트 지지 부분만 단독으로 남게 되었

다. #14 임플란트는 하악 보철물의 교합력에 의해 파절되었고, 상

악골 내에 골유착된 근첨 부위만 남게 되었다(그림 3-1c). #15 임

플란트는 골유착을 소실하여 제거되었다.

Trephine bur로 남아 있는 #14 임플란트의 근첨을 제거하였다

(그림 3-1d). 안타깝게도 임플란트 근첨과 상악동저(sinus floor) 

하방 사이를 성공적으로 분리하지 못했다. 대신 trephine bur가 

상악동저를 뚫었고 외식편(explant), 인접골, 상악동저, 상악동막

이 하나의 단위로 제거되었다. 

#14 임플란트 조각을 제거한 결과, 새로운 임플란트가 식립되

고 보철 수복이 이루어져야 하는 부위에 커다란 결손이 초래되었

다(그림 3-1e, 3-1f). 결손부는 직경 5mm이고, drilling된 측벽

은 trephine bur로 다루어졌다. 상악동저 골은 제거되었다. 게다

가 상악동의 점막 부분까지 제거되었고, 이로 인해 상악동과 구

강 사이에 커다란 구강상악동 개통(oroantral communication)

이 형성되었다.

상악동저가 막을 포함하여 천공되고, 구비강 누공(oronasal 

fistula)이 형성되는 것은 발생 가능한 합병증이다. 누공이 소구치

부보다는 대구치부에서 더 자주 형성되었다. 소구치부의 골천공부

는 신생골로 채워지고 있었지만(그림 3-1g), 대구치의 천공부는 상

피화되어 안정된 상태의 구강상악동 누공이 형성되었다.

골 치유와 개조(remodeling)의 역동성은 소구치부와 대구치부

에서 다소 다르게 나타난다. 대구치부보다 소구치부의 자연골이 수

직적으로 더 길다. 이런 원래의 골격 형태는 건강한 전치부와 pir-

iform buttress와의 근접성과 관련되는 것이다. 안면 근육 삽입, 

비강 기도의 생리, 인접치 치주조직의 영향으로 상악 견치부 피라

미드 모양 부위의 온전함과 부피가 유지된다. 이런 환경이 구강과 

상악동 사이에 형성된 골 통로(bony track)에 골을 성장시켜 채우

도록 촉진하게 된다. 

이런 부위가 치유되도록 방치된다면 임플란트 제거로 trephine 

bur에 의해 만들어진 골절제부는 독자생존 가능한(viable) 신생

골로 완전하게 채워질 것이다(그림 3-1h). 이 과정은 재생의 형태

를 대신한다. 이런 증례에서 결손부는 적절한 조직으로 채워질 것

이고 정상적인 형태라고 짐작할 수 있다. 세포, 조직, 이식재가 필

요하지 않다. 이런 과정은 처음에 구조를 형성했던 자가조립 능력

과 성인에서의 건강과 온전함을 유지하는 기능을 활용하게 된다.

이 환자에서 복합적으로 약화된 상태로 인해 새로운 임플란트의 

골유착을 달성하려면 여러 가지 어려움이 따른다. 파절된 임플란트 

제거로 형성된 결손부가 재식립될 임플란트의 직경보다 넓어서 새 

임플란트와 접촉될 자연골이 없다. Trephine bur를 사용하여 임

플란트를 제거하는 동안 발생하는 열을 조절하기 어렵다. 이런 방

법으로 실패한 임플란트를 제거하면 drilling된 측벽에 있는 세포

들이 손상된다. 임플란트를 제거하는 동안 상악동저와 막도 손상 

받고, 명백한 구강상악동 개통이 야기된다. 이런 모든 요소들이 전

형적인 프로토콜로 식립된 임플란트의 치유를 약화시킨다.

이 증례는 치유에 상당한 어려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골형성 

이론의 원리에 부합되게 만들어진 골발생 환경이 좋은 결과를 창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