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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뇨쥐 상악골에서 즉시 임플란트 후 골유착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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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mmunohistochemical Study of Bone Response t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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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urpose: Dental implants are used successfully for restoration of dental function. However, the impact of diabetes
on the healing of bone associated with immediately placed dental implants is not completely understood. And little
is known about the expression of biological molecules involved in bone healing around implants.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investigate the bone response around immediately placed titanium implants in the maxilla of
ovariectomized rats by immunohistochemical method.
Materials and methods: 36 rats were divided into the control, insulin-treated and diabetic groups. Rats received
streptozotocin (60 mg/kg) to induce diabetes; animals in the insulin-treated group also received 3 units of subcutaneous
slow-release insulin. Two titanium implants (1.2 × 3 mm) were placed in the extraction socket of maxillary first molars
of animals and specimens were harvested at 3 days, 1, 2 and 4 weeks. The expression levels of bone morphogenetic
protein (BMP)-4, transforming growth factor (TGF)-β and osteonectin (ON) were measured.
Result: The BMP-4 expression increased immediately all groups at day 3, week 1 and week 2. However, staining
intensity of diabetic group was weaker than the control and the insulin-treated group but not significant. At week 4,
in all groups, the mount of BMP-4 expression decreased. The TGF-β expression instantly showed at day 3 in control
group only. At week 1 and 2, TGF-β staining gradually increased in all group. But in the all group staining intensity
decreased at 4 week. And we found the expression of ON in the control and the insulin-treated group were higher than
that of the diabetic group at 1 weeks and 4 weeks, indicated that bone formation be active in those group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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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clusion: In this study, insulin treatment increased expression of biologic molecules in the bone around the
immediate placed titanium implants in the maxilla of diabetic rat. It is expected that insulin might reverse the reduced
predictability of success of immediate implantation with the uncontrolled diabetes pati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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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미치지만 인슐린으로 당뇨가 조절된다면 당뇨 환자에서
도 발치 후 즉시 임플란트 식립이 가능할 것이라는 것을

일반적으로 임플란트 식립은 치유된 발치와에서 주

보여준다.

로 시행되었다. 하지만 임플란트 표면처리 기술의 발전

이전의 많은 동물시험들은 쥐의 경골이나 비골같은 장

과 임플란트 주위의 골치유 과정에 대한 다양한 연구 성

골에서 많이 이루어졌다13-18. 하지만 실제로 임플란트를

과로 인해서 발치 후 즉시 임플란트 식립에 대한 연구와

식립하는 치조골은 해부학적 생물학적으로 장골과는 다

시술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다1. 발치 후 즉시 임플란트

른 구조를 가지고 있다. 따라서 실제 임플란트가 식립될

식립은 여러 가지 장점을 가지고 있다. 치료 기간의 단

치조골에서의 연구가 필요하다. 또한, 이전의 대부분의

축, 외과적 처치의 감소, 심미적인 부위에서 양호한 치료

연구는 당뇨군과 비당뇨군에서의 조직학적, 조직형태학

2

결과 등을 가져온다 . 그러나 발치 후 즉시 임플란트 식
립에 대해서는 임상적으로 전신적인 건강상태를 포함하
여 환자의 적절한 선택이 중요하다3.

적 분석을 하는 연구가 많았다11-13. 그리고 임플란트 주
위의 골치유와 초기의 골형성 과정에서 나타나는 생물
학적 인자의 발현을 평가 분석하는 연구는 거의 없었다.

전신 질환이 있는 경우에는 발치 후 즉시 임플란트 식

이 연구에서는 제1형 당뇨 모델 흰쥐를 상악골에서 발

립뿐만 아니라 치유된 발치와에서 임플란트 식립의 경우

치 후 즉시 식립한 임플란트 주변골의 치유와 형성 과정

에서도 비적응증으로 제시되었다. 하지만 최근 많은 연

에서 발현되는 단백질을 면역조직 화학염색을 통해 관

구에서 비적응증이라고 여겨졌던 전신적인 질환이 있을

찰하여 정상군과 인슐린 치료군과 비교하여 임상적으로

지라도 적절한 환자의 선택이 이루어진다면 좋은 성공율

당뇨 환자에서 발치 후 즉시 임플란트 식립의 가능 여부

을 보이는 임플란트 식립에 대한 보고가 이루어졌다4,5.

를 평가해 보고자 한다.

임상에서 많이 접할 수 있는 대표적인 전신 질환 중의
하나인 당뇨 환자에서 임플란트를 통한 구강 기능 수복

연구재료 및 방법

은 신중하게 이루어져 왔다. 다른 치료에서 알 수 있듯
이 당뇨는 감염 감수성 증가, 상처 치유의 지연, 면역체
계 저하 등을 가져오기 때문이다6. 그럼에도 최근의 연구

1. 실험동물

에 따르면 혈당이 조절되는 당뇨 환자의 경우에는 정상

10주된 평균 무게 350 g의 Sprague-Dawley계 수컷 흰

인과의 비교에서 임플란트 성공률이 유사하다고 보고하
였다7-10.
당뇨 환자의 임플란트 성공률에 대한 동물 연구에서
당뇨군의 동물이 정상군에서 보다 낮은 골형성과 임플
란트 - 골 유착을 나타냈다11-13. 또한 신생골은 시간이 지

나면서 감소되고 골수의 지방 분화가 나타났다12. 다른
연구에서는 인슐린의 공급이 치유를 향상시키고 임플란
트 - 골 유착 부위와 임플란트 주위 골소주를 증가시킨다
고 보고하였다14. 즉, 인슐린으로 당뇨가 조절된 동물군에

서는 정상군과 큰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사실은 당뇨는 임플란트 - 골 유착에 좋지 않은 영향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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쥐 36마리를 3군으로 분류하였다. 대조군 (n = 12), 당뇨군

(n = 12), 인슐린 치료군 (n = 12). 실험동물의 사육은 실내

온도 25±1℃가 유지되는 사육실에서 각 우리마다 1~2

마리씩 사육하였고 실험동물용 고형사료와 멸균된 음수
를 자유 습식하며 시행하였다. 이 실험은 동물실험 윤리
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후 진행하였다 (HFA-001).
2. 당뇨 유도 및 당뇨 조절
당뇨 유도는 스트렙토조토신 (Streptozotocin, STZ, 60 mg/

kg, Sigma, St. Louis, MO, USA)을 0.02 M 구연산 (Citr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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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B

Figure 1. Schematic design of the experiment (A) and titanium implants placed in the extraction socket of both maxillary first
molars (B).

acid, Sigma)에 용해시켜, 50 mg/kg을 복강 내에 투여하

고정시키고, 10% 질산 (Nitric acid, Fischer scientific Co.)으

였다. 다음날 꼬리에서 혈액을 채취하여 혈당계 (ACCU-

로 2일간 탈회하였다. 탈회 후 에탄올로 탈수시킨 후 파

혈당치를 측정하고, 그 수치가 300 mg/dL 이상임을 확인

드에 부착하고 xylene으로 15분 동안 파라핀을 제거하고,

CHEK Active, Roche Diagnostics, Mannheim, Germany)로

하였다. 혈당 조절을 위해 인슐린 치료군에게 유도 다음
날부터 매일 복부에 서방형 인슐린 (Lantus, Sanofi-Aventis,

Frankfurt, Germany)을 3 IU씩 피하 주사하였다.
3. 외과적 처치 및 임플란트 식립

케타민 (Ketamine HCl, Ketalar, Yuhan, Seoul, Korea) 50

mg/kg과 자일라진 (Zylaxine HCl, Rompun, Bayer, Seoul,

Korea) 5 mg/kg을 혼합하여 복강 내 주사하여 전신마취

를 유도하였다. 양측 상악 제1 대구치를 치조골의 손상이
없도록 유의하여 발치하고 발치와 치근 중격 내 직경 1.0

mm의 파일롯 드릴로 천공 후 발치와 내에 직경 1.2 mm,
길이 3 mm의 타이타늄 임플란트 (Grade Ⅳ, Leibinger-

Stryker, Freiburg, Germany)를 삽입하였다. 임플란트의 경
부를 발치와의 치조정에 위치시켰으며, 식립 시 충분한
생리식염수의 주수로 발열을 최소화 하였다 (Fig 1A, B).
4. 면역조직 화학적 염색 및 분석
실험동물은 각 군당 3마리씩 임플란트 식립 후 3일, 1

주, 2주, 4주간 사육하여 마취제 과량 투여로 희생시킨 후

매식된 임플란트 주위로 0.5 × 1 × 1 cm 크기로 골편을 채
취하였다. 채취된 골편을 24시간 동안 10% 중성 포르말

린 (Formalin, Fischer scientific., Columbus, OH, USA)에서

라핀으로 포매하였다. 4 μm 두께의 절편을 얻어 슬라이
3단계의 에탄올 (100%, 95%, 80%)에 각각 담가 xylene을

제거하고 탈수하였다. 내인성 peroxidase의 작용을 막기

위해 조직 절편을 실온에서 0.3% 과산화수소에 30분간

반응시켰다. Trisbuffered saline (TBS, pH 7.6)으로 수세한

후 항원 수득률을 높이기 위해 조직 절편을 citrate buffer

(pH 6.0)에 담아 2100 Retriever (PickCell Laboratories B.V.
Amsterdam, Netherlands)에 120℃에서 8분 동안 배양하
였다. 비특이적 결합은 희석된 normal horse serum에 30분

동안 배양함으로써 배제하였다. 특이적 면역반응의 관찰
을 위해 제작한 단일클론항체로 절편을 4℃에서 12시간

동안 배양한 후에 biotinylated anti-mouse 2차항체 (Jackson

laboratory, Cambridge, MA, USA)로 30분간 적용 후, 완

충액으로 수세하고 ABC complex로 다시 30분간 배양하
였다. 마지막 발색 과정으로 조직 절편을 2분간 3,3ʹ-di-

aminobenzidine and hydrogen peroxide (DAB Substrate Kit,

Vector, Burlingame, CA. USA)로 발색한 후, Mayer’s hae-

matoxylin (Fisher Scientific, USA)으로 대조염색하고, 탈

수한 조직절편을 Permount (Fisher Scientific, USA)로 밀

봉하였다. 광학현미경으로 BMP-4, TGF-β, osteonectin의

발현 여부를 관찰하였다. 대조군, 당뇨군, 인슐린 조절군
에서 3일, 1주, 2주, 4주 희생된 그룹으로 나눠 발현 여부
에 따라 0점: 0~10%, 1점: 11~25%, 2점: 26~50%, 3점:
51~75%, 4점: 76~100%까지로 수치화하여 비교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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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

과

당뇨군의 경우 대조군과 인슐린 조절군에 비해 염색양

각 군별로 발치 후 즉시 임플란트 식립 후 1주, 2주, 4
주 경과 후 골형성 인자들의 발현을 면역조직 화학적 염

이 적었지만 유의할만한 수준은 아니었다. 4주가 되었을
때는 대조군과 인슐린 조절군에서는 염색양이 유지되었
으나 당뇨군에서는 그 강도가 감소되었다.

색을 이용하여 상호 비교하였다 (Fig 2) (Table 1).
2. Transforming growth factor-β (TGF-β)
1. Bone morphogenetic protein-4 (BMP-4)
BMP-4는 모든 군에서 3일에서부터 1주 2주까지 임플
란트 인접골에 나타나고 증가하는 양상을 나타내었다.

Control

TGF-β는 3일군에서는 임플란트 인접골 주위로 정상군
에서 증가하고 당뇨군과 인슐린 조절군에서 적은 발현
이 관찰되었다. 모든 군에서 1, 2주에서 많은 양이 염색

Diabetic

Insulin

BMP-4

A

B

C

D

E

F

G

H

I

TGF-β

Osteonectin

Figure 2. Representative findings of biologic factor expression at 4 weeks are shown in the BMP-4 (A, B, C), TGF-β (D, E, F) and
Osteonectin (G, H, I) in the Control group (left column), Diabetic group (middle column) and insulin treated group (right column) (D,
E, F). The expression pattern indicated more active bone formation in the Insulin-treated group than the diabetic group. Scale
bar = 100 µ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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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Summary of expression scores of biologic factors according to time and group
3 Days

BMP-4
TGF-β
Osteonectin

1 Week

2 Weeks

4 Weeks

Co

DM

Ins

Co

DM

Ins

Co

DM

Ins

Co

DM

Ins

3
2
1

2
1
0

2
1
0

3
3
3

3
3
2

3
3
3

2
3
1

2
3
1

3
3
1

2
1
1

1
1
0

2
1
1

Co: control, DM: diabetic, Ins: insulin, BMP-4: Bone morphogenic protein-4, TGF-β: Transforming growth factor, score 0: 0~10%, score 1: 11~25%,
score 2: 26~50%, score 3: 51~75%, score 4: 76~100%

BMP-4

TGF-β

Osteonectin

4

4

4

3

3

3

2

2

2

1

1

1

Co

0

3 Days

1 Week

2 Weeks

4 Weeks

0

3 Days

1 Week

2 Weeks

4 Weeks

0

3 Days

1 Week

DM

2 Weeks

Ins

4 Weeks

Figure 3. Expression scores of biologic molecules in the bone around implant according to the group.

되어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었다. 그리고 다시 4주에서

에 대한 임상적 근거를 제시하고자 시행하였다.

는 모든 군에서 감소하는 모습을 보였다. 대조군 당뇨군

통상 당뇨 환자에서 임플란트 식립에 의한 치료가 금

인슐린 조절군에서 특별한 차이 없이 비슷한 형태의 증

기시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당뇨 환자의 임플란트 식립

감을 보였다.

후 골유착 성공률도 높다고 보고되어 왔다19. 반면 Fiorel-

20
lini 등 은 조절이 잘 되는 당뇨 환자라 할지라도 임플란

트 식립 성공률이 6.5년 후 평균 86%로서 그다지 높지

3. Osteonectin (ON)
Osteonectin의 발현은 3일에서 모든 군에서 거의 나타

나지 않았고 대조군에서만 적은 양이 관찰되었다. 1주에
서 대조군과 인슐린 조절군에서 강하게 나타났으며 당
뇨군에서도 증가된 양이 관찰되었다. 2주에서는 3개군

모두에서 그 양이 감소되었음을 보였고, 4주에서는 당뇨
군에서는 거의 보이지 않았지만 대조군과 인슐린 조절
군에서는 감소된 양이지만 계속적으로 관찰되었다 (Fig

2D).

않다고 보고하였다. 이전 동물 실험에서 당뇨 모델들이
비당뇨 모델에 비해서 골 - 임플란트 결합이 감소됨을 입
증해 왔다. 그러나 이번 연구에서 인슐린으로 조절되고
있는 당뇨군은 정상군과 유사한 골형성 단백질의 발현을
보였다. 인슐린은 혈당 조절뿐만 아니라 골형성과 무기
질 침착, 골기질 형성 유도, 골밀도 증가에 관여하는 인
자로 작용하는 것으로 사료된다21,22. 이번 연구의 결과는
기존 결과와 동일하게 골형성 단백질 등 골형성에 관여
하는 인자의 발현이 나타나서, 인슐린으로 조절된 당뇨
군에서 골형성과 골융합이 증가될 가능성을 보여주었다.
골형성과 회복에 생물학적 인자들은 매우 중요하지만

고

찰

임플란트 주위의 골치유와 리모델링에 대한 생물학적
인자들에 대해서는 연구가 적었다23-29. 이 연구에서는 당

이 연구에서는 당뇨 모델로 흰쥐를 택하여 STZ로 제1

뇨와 조절되는 당뇨쥐 그리고 정상쥐에서 임플란트 - 골

형 당뇨를 유발하고, 정상군과 인슐린 치료군 그리고 당

유착이 일어나는 표면에서 생물학적 인자들을 검사해

뇨군의 상악골의 발치와에서 임플란트를 즉시 식립하고

보았다. 생물학적 요인 중에서 BMPs, TGF-β 등이 중요한

의 골반응에 나타나는 단백질 등의 생물학적 인자들의
발현 여부를 관찰하고, 이를 당뇨 환자의 임플란트 치료

역할을 한다. 척추동물에서 15개가 넘는 BMP가 있고 그

것들은 조골세포나 연골세포의 분화를 조절한다23. BMP

43

JOURNAL OF KOREAN ACADEMY OF ADVANCED GENERAL DENTISTRY

들은 또한 배양된 세포에서 조골세포의 발현을 설명해

는 것을 골형성과 관련된 생물학적 단백질 발현을 비교

준다24,25. BMP 활동성은 골에서 찾을 수 있는 fibroblast

를 통해서 알 수 있었다. 반면 많지 않은 표본으로 인해

성장인자, 혈소판에서 오는 성장인자, TGF-β 같은 성장
26

통계학적 유의성을 갖기 힘들었으며 관찰된 단백질 발

인자에 의해 조절된다 . 잘 알려진 성장인자로 TGF-β는

현 정도도 당뇨쥐와 인슐린 조절 당뇨쥐에서 유의할만

골형성과 골절 치유를 촉진시키는 등의 대사역학에 많

한 수준의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이번 연구 모델의 장점

은 기능을 한다

27,28

. 재조합된 TGF-β는 조골세포 분화보

다는 조골세포 전구세포의 증식을 자극하는 쪽으로 골
형성을 촉진한다. 그러므로 TGF-β가 BMP 활동성을 자

극할 것이라는 추측은 유의하고 TGF-β가 BMP보다 빠
른 시기에 골치유에 관여한다고 할 수 있다. 이전의 연구

은 임상과 동일한 환경을 적용한 것이다. 그러나 이번 연
구는 type 1 당뇨질환 모델에 의한 연구였으므로 이에 제

한점이 있다31,32. 앞으로 당뇨병의 다수를 차지하는 제2

형 당뇨에 대한 연구를 위한 동물 모델의 개발이 시급한
것으로 사료된다.

에서 당뇨그룹에서 정상그룹보다 임플란트주위 골에서

비록 제한적이지만, 이 연구에서 골형성에 관여하는

TGF-β의 수준이 높게 나타났다고 하였다. 조직학적 분

생물학적 인자들의 인슐린 조절군이 정상군과 비슷한

석에 의하면 이런 증가는 염증세포의 존재 때문인 것으

발현 결과를 얻었다. 이 결과는 당뇨 환자에서는 임플란

로 BMP-4 합성을 자극한다고 하였다29.

트 - 골 유착의 감소를 보이며 인슐린으로 치료될 경우

이번 연구에서는 BMP-4는 당뇨군과 인슐린 조절군과

대조군에서 모두 3일부터 1주, 2주까지 그 염색양이 증

정상과 비슷한 골유착이 일어나 발치 후 즉시 임플란트
시술에 대한 기초적 토대가 될 것으로 사료된다.

가되고 4주에는 정상군과 인슐린 조절군에서는 그 양의
수준이 유지되었으나 당뇨군에서 감소를 보였다. TGF-β

의 경우 3일군에서 정상군에서만 나타났고 1주, 2주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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