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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인호·한종현·이성복·이종혁

제1장
치과임프란트개론

Development of Dental Implant

학습 목적

임프란트의 발달과정을 소개하고 골유착(osseointegration)의

개념을정의하여임프란트의이해를돕는다.

학습 목표

1. 치과임프란트를이해한다.

2. 치과임프란트의종류특징을열거한다.

3. 골유착을정의한다.

4. 골유착에영향을미치는요소를열거한다.

5. 골유착의과정을설명한다.

Key Words

임프란트(implant), 티타늄(titanium), 골유착(osseointegration),

섬유성 유착(fibrous integration), 치내 임프란트(endodontic

implant), 점막하 임프란트(subdermal, button, intramucosal

implant), 골내 임프란트(endosteal implant), 골막하 임프란트

(sub-periosteal impla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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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프란트(implant)라는용어는근래치과계에가장많

이오르내리는말중하나일것이며, 수많은학술강연및

연수, 출간물들에대한광고를접하면서새삼이학문에대

한치과의사들의열기를피부로느끼게된다. 이에, 치과

의료분야의새로운시대를열고있는임프란트치의학의

발달과정에대하여간략하게짚고넘어가고자한다.

1. 역사

치과용임프란트란고정성또는가철성보철물의지지와

유지를얻기위하여점막또는골막측하방및골등의구

강조직에식립되는주로금속의이물성형재료의장치로서,

식립된식립체위에상부구조물을제작하여보철물로사

용한다. 즉, 임프란트란고정성또는가철성보철물등을

지지하기위하여악골위, 악골속혹은근관내로장치하

는, 주로금속을사용하는이물질(foreign body)로정의

된다. 쉽게이야기하면, 치아가상실된부위의턱뼈에생

체에적합한금속기둥을박아이것을토대로하여치과보

철물을제작하는것을말한다. 

임프란트는 그 형태에 따라 다음과 같이 분류해 볼 수

있다.

1) 치내임프란트(Endodontic implant)

치조골이흡수되어치근을지지하는골이충분하지못할

때, 잔존치의근관치료를하고근관내로긴금속막대를심

어치근의길이를연장하는효과를가져오게하는방법이

다(그림 1-1).

2) 점막하임프란트(Subdermal, Button,

Submucosal, Intramucosal implant)

Base, cervix, head로구성된불활성금속으로만들어

진 stud가보철물에부착되어, 의치를시적하기전구강점

막에형성된작은낭(pocket)안쪽으로삽입되는임프란트

이다. 주로총의치에사용하며총의치내면에금속의버튼

을달고, 그에상응하는부위의구강점막에 drill로자국을

내어금속의버튼이그속으로들어가게해서유지력을얻

게하는방법이다(그림 1-2).

3) 골막하임프란트(Subperiosteal implant)

무치악부위악골의인상을채득하여그위에말안장형

태의얇은금속골격을주조제작한후이것을지지로하여

보철물을 제작하는 방법이다. 재료로는 vitallium, car-

bon, 티타늄(titanium)을사용하며수산화인화석(hydrox-

yapatite, HA)을피복하기도한다(그림 1-3).

그림 1-1. 치내임프란트.

4 구강악안면임프란트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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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골내임프란트(Endosteal implant)

도형임프란트(blade form, 그림 1-4)와치근형임프란

트(root form, 그림 1-5)로나누어지나, 현재는자연치아

와연결하여사용하던도형임프란트는퇴조되었고, 많은

장점들을가지고있는치근형임프란트만이주로사용되

고있다. 이것은골유착개념의시스템으로서임프란트식

립부위에 drill로정확한길이와직경의구멍을뚫고그속

에골내임프란트를장착시키는방법이므로적절한골양이

5제1장 치과임프란트개론

그림 1-2. 점막하임프란트.

A 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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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3. 골막하임프란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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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

B

그림 1-4. 도형(blade) 임프란트.

그림 1-5. 치근형(root form) 임프란트.

A 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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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된다. 임프란트의외형은나사형, 빈원통형, 원주형으

로나누어진다. 하악은 3∼4개월, 상악은 6개월동안골속

에묻어둠으로써골과임프란트의유착이일어나도록하고

그위에치과보철물을제작하는방법이다. 

위의 4가지 분류 이외에도 mandibular staple bone

plate(그림 1-6)나, symphysis와 ramus 부위에 blade로

고정하는 mandibular ramus frame(그림 1-7) 등의방

법이있다.

치과임프란트의역사는고대이집트혹은고대남미의

마야문명시대로거슬러올라가나, 실제명확히문헌상으

로나타난것은 1809년Maggiolo가금임프란트를제작

하여 신선한 발치와에 식립한 때부터이다. 그후 1845년

Roger가 pivot tooth 제작에자연치근을이용하였으며,

1886년 Edmunds, 1887년 Hauis, 1895년 Bonvell,

1898년 Payne, 1905년 Scholl, 1913년 Greenfield 등이

은, 납등을입히거나금, 도재등을이용한임프란트를제

작하였으나큰성공을거두지못하고사라져갔다.

그이후, 현대임프란트가다시태동을시작한것은 vital-

lium으로알려진 Co-Cr-Mo 합금을개발하고난이후부

터이다. 1937년 Strock이 Harvard에서 vitallium screw

implant를시술하였으며그결과는성공적이었다고보고되고

있다. 현대치과임프란트학의아버지라불리는 Formiggini

는 1947년 tantalum을이용한 spiral implant를개발하였

고, Chercheve는 Formiggini implant의목부위를길게

하여 치조정 부위 골 상실을 감소시키려고 노력하였다.

1960년대초에는임프란트에많은발전이있었으며, 이시

기에 독특한 디자인 중 하나는 Sciaom에 의해 발명된

tripodial implant로서, tantalum으로만든세개의핀이

골속으로들어가삼발을형성하는것이며그당시치과의사

들이 많이 사용했다. 그와 비슷한 시기에 Tromonte는

bone spiral이라는독특한나사형태의임프란트를개발하

고, 자신은 drive screw라고불렀다. 이후많은나사형태

의임프란트가개발되었으며, 전형적인예는 Sew implant

로서 self-tapping의 vitallium 임프란트이며윗부분의사

각기둥을렌치로돌려식립하였다.

그러나현대의치과임프란트가큰전환점을만난것은

Brånemark이 1952년부터티타늄을이용한생체실험에서

골유착(osseointegration) 개념을도입한때부터이며, 이

임프란트는 17년간의연구와임상실험을거쳐시판되기에

이르렀다. 스웨덴정부의막강한후원에힘입어Brånemark

7제1장 치과임프란트개론

그림 1-6.  Mandibular staple bone plate. 그림 1-7. Mandibular ramus fra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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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생물학적, 기계적, 생리학적, 생체재료학적인모든면을

포함하는장기간의연구를심도있게해냄으로써타의추종

을불허하는연구업적을남기게되었다. 

거의같은시기에유럽의또다른곳에서는새로운개념

의골유착임프란트를개발하여연구를진행하고있었는데,

그것이바로 ITI 임프란트시스템이며, 오늘날Brånemark

과함께치과임프란트개념의양대산맥을이루어발전을

거듭해온독특한임프란트이다. 1970년대초스위스베른

대학의치과수복학교실의Schroeder와스위스Waldenburg

의사설연구소인 Straumann이구강임프란트학과관련

된요구사항과문제점들을연구하기위하여공동연구체를

결성한것이현재의 ITI연구팀의모체가된것은잘알려

진사실이다. 

Straumann AG 연구소(스위스)는기술, 생체재료, 공

학분야에관한전문성을제공하였고. 임상가들은조직학

적인연구와임상적시도를포함하여많은실험과검사방

법을 제시하였다. 어느 연구에서와 마찬가지로 초기에는

재료의 기초적인 면을 조사하기 시작하였고, 생물학적인

연구들을통해서로다른재료와표면에대하여실험이진

행되었다. 연구그룹은후에디자인과생역학이라는세부

문제에 관심을 가지기 시작하였다. 임상적인 접근으로서

적응증에대한정의, 수술방법의응용성, 상부구조디자인

의선택등이가장중요한관심의대상이었다. 이러한연구

주제들을통해간단하고다양한시스템을효과적으로개발

할수있었고, 예지성을극대화하는성공적인연구결과를

얻어낼수있었다(그림 1-8∼1-10).

8 구강악안면임프란트학

그림 1-10. 임프란트의 성공은 골조직에서의 hard tissue
integration과 그들의 보호막층으로서의 중대한 역할을 하는 soft
tissue integration의조화로운성공에서보장될수있다.

그림 1-8. 골유착은거친타이타늄표면에서더욱그효과가확실하
게그리고빠르게일어난다.

그림 1-9. ITI 임프란트의골유착조직학사진. Smooth surface와
rough surface에서연조직과골조직의경계가명료하게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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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후로치과임프란트학에관심이있는여러연구자들

과임상가들이초기소그룹에참여하기에이르렀고. 1980

년에 이를 토대로 구강 임프란트학을 위한 국제적인 팀

(ITI, International Team for Oral Implantology)이

결성되었다. 

당초 titanium plasma-coating의공정은금속과도재

를위해이용되었다. 이공정의결과둥근형태를특징으로

하는거칠면서, 연속적인고도의다공성표면을형성할수

있었다. 결과적으로표면적을약 6∼10배정도증가시켰으

며, 그층은약 15㎛의거칠기로 20∼30㎛의두께를형성

하였다(그림 1-11).

임상적인면에있어서 titanium plasma-coating은매

끈한면을가진티타늄표면에비해다음의 3가지장점을

가진다.

•초기치유기간에골침착의촉진

•임프란트와골계면의접촉면적을넓힘

•임프란트 anchorage의증가(초기고정성증가)

ITI 임프란트가거친표면적에의해골유착을일으키기

에다른기본적인임프란트보다짧다는것(ITI 임프란트의

기본적인길이는 8∼12mm이다)을임상적인경험들은제

시하고있다.

이미몇년전에먼저임상에적용되어선발주자로자리

를굳히고있었던 Brånemark계임프란트가갖고있던최

대단점은지대주및보철유지용나사의풀림현상이나나

사파절등이었고, 따라서 10년이상그러한임상적현상과

위험으로부터벗어나고자하는연구들이끊임없이요구되

었다. 하지만그러한디자인의결함을거의완전하게극복

한 ITI 임프란트는같은기간동안임프란트표면의형태가

골유착에미치는영향을평가하기위하여새로운임프란트

표면특징들을전반적으로연구하였다. 구강임프란트표

면형상과디자인에있어더많은발전이있을것이라는미

래지향적인예측은그들결과들에서비롯된것들이다(그림

1-12∼1-14).

이러한 개념의 ITI 치과 임프란트 시스템은 Bonfit

concept과 Solid abutment, 그리고 Octa abutment

system에의해그기술의간편함과예지성높은결과들로

주목을받게되었다. 새로운 ITI BONFIT concept의주

요목적들을실현하는임상결과는 Dr. Buser에의해명

확히그성공과예지성을증명하고있다. 특히임상적준수

사항을주의깊게시행할경우 ITI 임프란트에의한 1회법

수술(single-stage)의접근이높은예지성을가지며합병

증없이골유착을얻을수있음을언급하였다. Buser 등에

의한 3년임상검사마지막시기의성공률은 96.3%였으며,

나사형티타늄임프란트는식립후 1년동안골유착의정도

에따라장기간의예후가좌우됨을밝혔다.

그후로여러다른임프란트시스템들이앞을다투어개

발되었으며, 주로순수티타늄이이용되고있고, 그이외에

ceramics, sapphire crystal, viterous carbon, alu-

minum oxide 등이사용되어왔다. 

현재널리사용되고있는치근형임프란트는외형이나

사형태로되어있는 screw형, 속이비어내면에서도골성

장을 유도하는 hollow basket형, 원주형태로 되어있는

cylinder형으로나눌수있다. 표면의형태도평활한것과

다양한표면처리를통해거칠게한것, 특수한물질을표면

에입힌것등이개발되었다. 외과적술식도임프란트를골

내에 식립 후 3∼6개월 동안 골막하에 묻어두었다가 2차

수술을통해지대주를연결하는 2단계수술방법과한번의

수술로지대주연결까지끝내는 1단계수술을사용하고있

으며 치유기간동안 기능력을 가하지 않는 기존의 방법과

식립후즉시보철물로수복하는방법도사용되고있다. 

앞서언급된바와같이, 치과임프란트가근래에처음개

발되어사용된것은아니며, Brånemark이티타늄이란새

로운생체적합성이좋은재료를찾아내어치과임상에적용

함으로써 치과 임프란트계에 새로운 장을 열게 되었다.

90%에이르는높은성공률을나타내어완전무치악및부

분무치악환자의새로운치료술식으로자리를잡은것은

분명하다. 그러나 100%의성공을위하여부단히노력하는

것이필요하고, 비록이것이실현하기어려운이상향이라

할지라도완전히생체적합한재료의개발, 외상을최소화하

는외과적술식, 교합력을이상적으로분산할수있도록고

안된임프란트고정체및보철술식이요구되며, 이모든것

을종합적으로구사할수있는풍부한지식과훌륭한술식

을갖춘치과의사의양성이뒷받침되어야할것이다. 

9제1장 치과임프란트개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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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12. 치과 임프란트의 양대 산맥인 두 가지 시스템의 기본적
인치료개념.

그림 1-13. 임프란트와상부구조의연결은나름대로의기계적장점
을주장하며두가지방향으로개발되어왔다.

그림 1-14. 외부 연결방식을 채택한 임프란트와 내부 연결방식을
채택한임프란트제품들.

그림 1-11. 임프란트이식후 10일만에나타난 polished surface
(좌)와 rough surface(우)에 대한 골조직 반응의 차이. TPS-
rough surface에서는이미신생골의형성이확연하게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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