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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

국 문 요 약

칼슘 포스페이트 라스가 마우스 두개골 세포에 미치는 향

치주 치료의 목적은 치주질환의 진행을 정지시키는 것뿐만 아니라 궁극적

으로는 치주조직의 기능적, 심미적 재건에 있다. 이러한 치주 재생 치료에는 

치은 박리 소파술등의 기계적인 처치, 골이식술, 조직 유도 재생술, 성장인자와 

BMP를 이용한 유도성 조직 재생술 등이 있다. 

이중 치조골의 재생과 보다 많은 신생 결합조직의 부착을 위하여 오래전부

터 골이식술이 애용되기 시작하 고, 자가골과 동종골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합성골에 대한 연구와 개발이 지속적으로 이뤄지고 있다.

여러 조직학적 연구에서 합성골은 생적합성 충전재로만 작용하여 재생보다

는 결합조직이 게재되는 회복만이 일어난다고 보고하고 있다. 그리하여 골재생

에 맞추어 적절히 흡수되어 재생골로 치환될 수 있는 골이식재의 개발이 필요

한 상황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새로 개발한 calcium phosphate glass(CPG)의 생체 

적합성과 치주 조직 재생 활성능을 평가하고자 하 다. CPG의 생체 적합성 

평가는 in vitro 상에서 마우스 두개골 세포에 MTT 분석으로 시행하 고, 치

주 조직 세포 재생 활성능은 교원질 분석과 ALP 활성도를 평가하여 다음과 

같은 결과를 얻었다.

1. As-quenched(AQ)-CPG, Heat-Treated(HT)-CPG 두 군 모두에서, 

0.02g/ml 이하의 농도에서 세포 독성이 나타나지 않았다(p<0.05). 

2. As-quenched(AQ)-CPG와 Heat-Treated(HT)-CPG 0.02g/ml 농도에서 

교원질의 발현이 대조군에 비해 유의성 있는 증가를 보 다(p<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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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As-quenched(AQ)-CPG와 Heat-Treated(HT)-CPG 0.02g/ml 농도에서 

ALP 활성도는 대조군에 비하여 증가하 으나, 유의성은 없었다(p<0.05).

새로 개발한 CPG는 조골 세포로의 분화를 촉진하고 골재생을 증가시킬 수 

있다고 할 수 있겠으나, 골 형성과 관련하여 더욱 세 한 평가와 개선이 필요

할 것으로 사료되며 향후 심도 있는 연구를 통해 안전성과 효능을 개선하여 

임상적인 활용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된다. 

핵심되는 말 : 칼슘 포스페이트 라스, 마우스 두개골 세포, MTT 분석, 

             교원질 합성능, ALP 활성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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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lcium Phosphate Glass가 마우스 두개골 세포에 미치는 향

<지도 교수 최 성 호>

연세대학교 대학원 치의학과

김 민 경

I.  서론

치주 질환은 치태내 치주 병원균에 의한 만성 질환으로서 치아 주위 조직의 

염증과 부착 상실, 치조골과 결합조직의 상실을 동반한 치주낭 형성등의 치주조직 

파괴가 수반된다(Caton JG & Quinones CR, 1991). 따라서 치주치료의 목적은 치

주 질환을 정지시키는 것뿐만 아니라, 최종적으로는 치주 조직을 재생시키고 치아

의 기능을 회복시키는데 있다(Forum SJ &. Gomez C, 1993).

이러한 재생 술식으로는 치은 박리 소파술 등의 기계적인 치주치료, 차폐막을 

사용하는 조직 재생 유도술, 골대체 물질의 이식, 성장인자와 bone morphogenetic 

protein을 이용한 유도성 조직 재생술 등이 있다.

이중 치조골의 재생과 보다 많은 신생 결합조직의 부착을 위하여 오래전부터 

골이식술이 애용되기 시작하 다. 골이식중 가장 좋은 결과를 보이는 자가골 이식

의 경우 수년간 치조골 결손부위에 사용하 을 때 임상적으로 성공적인 결과를 

나타내었으나(Brunsvold MA & Mellonig JT, 1983), 부가적인 이차 수술부위의 

필요, 골유착 유발, 치근 흡수, 충분한 양을 얻기가 어렵다는 제한점이 있다

(Dragoo MR & Sullivan HC, 1973; Quintero G & Mellonig JT, 1982). 그리고 동

종골이나 이종골 이식의 경우 광범위한 골 결손부위에 이식하기가 적합하고 환자

에게 부가적인 외상을 주지 않는 장점이 있으나 사체 질환의 전이 가능성이 존재

하고 이식항원에 대한 거부반응이 나타날 우려가 있다(Cecilia Y et al., 19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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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문제들 때문에 충분한 양을 쉽게 얻을 수 있고 질환의 전이 가능성이 

없는 합성골 이식재에 관한 연구가 많이 이뤄지고 있다. 대표적인 합성골 이식재

로는 hydroxyapatite(HA) (Brunsvold MA & Mellonig JT, 1983; Forum SJ et 

al., 1986), tricalcium phosphate(TCP) (Ogose A et al., 2002)
 
등의 calcium 

phosphate와 polymer(Yukna RA, 1996), bioglass(Zamet JS et al., 1997), calcium 

carbonate(Louise F & Borghetti A, 1991) 등이 있다. 

특히 이중 HA와 TCP 형태로 이용되고 있는 calcium phosphate는 생체적합성

이 우수하고 결정구조가 골의 무기물과 유사하여 연구가 많이 이루어지고 있다

(Higashi S et al., 1998; Yoshimine Y et al., 1996). Bowers 등은 TCP 이식 1년

후 판막을 거상하 더니 이식재 주위로 골성 조직이 생성되었고 성숙된 골도 관

찰하 음을 보고하 으며(Bowers GM et al., 1986), Hashimoto등은 calcium 

phosphate를 조직유도재생술에 병용하 을 때 골치유가 활발하게 일어났음을 보

고하 다(Hashimoto UM et al., 1996). 그러나 1986년 Stahl과 Forum은 calcium 

phosphate를 이식하 을 때 신생골은 생성되지 않고 입자주위가 결체조직만으로 

둘러싸 다고 보고하 다(Stahl SS & Forum SJ, 1986).

계속적인 합성골의 개발과 동물 실험 및 임상 실험을 통해, 골내낭에서 합성골 

이식과 치은박리 소파술을 비교하여 합성골 사용에 대한 임상적인 장점을 보고하

고 있으나(Shahmiri S et al., 1992; Trisi P et al., 2003), 여러 조직학적 연구에서 

합성골 이식재는 생적합성 충전재로 작용하여 재생보다는 결합조직이 게재되는 

회복만이 일어난다고 보고하고 있다(Yukna RA, 1993; Garret S, 1996).

이에 골재생에 맞추어 적절히 흡수되어 재생골로 치환될 수 있는 흡수성 골이

식재가 필요한 상황이다. 이전의 연구에서 calcium phosphate가 흡수성 골이식재

로서 연구가 되었으나, 골에 비해서 경도가 낮고(Ratner BK et al., 1996) 골개조

시 흡수가 잘 일어나지 않는다(Yamamuro T et al., 1990)는 단점 때문에 그에 비

해 상대적으로 강한 경도를 가지고 화학구조도 골과 유사한 calcium 

polyphosphate (CPP; [Ca(PO3)2]n)가 연구가 되고 있다. 이 중에서 쇄상 길이가 가

장 길고 생화학적으로 가장 안정한 β형의 CPP는 열처리방법에 따라 무정질 혹은 

결정질을 얻을 수 있고 제조방법이나 CPP상에 따라 생분해 속도를 조절할 수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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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Andriano KP & Daniels AJ, 1992). 이전의 연구에서도 CPP의 골이식재로서의 

기능뿐만 아니라 조직공학에서 세포지지체로서의 가능성도 확인한 바 있다. 

그러나 이러한 재료들은 기존의 재료와 마찬가지로 흡수속도가 느리고 잘 흡

수가 안되어 이를 보완하기 위해 제조공정에 변화를 주어 흡수속도를 조절하고자 

하 다. 2003년 양등은 무결정성 CPP 분해가 결정성보다 빠르다는 점에 착안하여 

CPP에 Na2O를 첨가하여 무결정성 CPP를 증가시키려 하 으나 분해속도가 해결

되지는 않았다고 보고하 고 추가적인 연구가 필요하다고 하 다(양 등, 2003). 

따라서, 최근 이등은 이러한 생분해성을 증진시키기 위해 기존의 calcium 

phosphate 화합물에 비해 Ca/P 비율은 0.6으로 비율을 낮추어 결정성은 낮추고 

용해도는 증가시켰으며 분해속도는 빨리하여 주위 골조직이 빨리 자라 들어가게 

하고 점성을 낮추어 적합성을 개선한 비정질인 Calcium Phosphate Glass(CPG)에 

관하여 보고하 다(Lee et al., in press). 이러한 CPG는 800℃에서 열처리하여 결

정화도를 증가시킬 수 있으며 결정화도의 변화에 따라 분해 속도 및 기계적 물성

이 변하게 되고 이때 결정화도는 열처리 시간에 의존하게 된다. 이번 실험에서 이

용한 As-Quenched(AQ)로 제작한 CPG는 순수한 비정질로서 생분해성을 증진시

켜 제작한 것이고, Heat-Treated(HT)로 제작한 CPG는 열처리를 하여 AQ의 기계

적 성질을 보완한 것으로 순수한 비정질은 아니지만 결정도는 다른 calcium 

phosphate보다 낮추어 제작한 것이다. 

이 등은 백서 두개골 결손부에 이러한 CPG를 이식하여 골조직 형성에 효과적

임을 보고하 고(이 등, 2003), Lee 등은 성견 1면 골내낭에서 AQ-CPG 단독 사

용시 상피 억제와 신생치조골 형성에는 효과가 없었으나 신생백악질 형성에 효과

가 있었다고 보고하 다(Lee et al., 2003).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열처리 전후의 calcium phosphate glass를 in vitro 실

험을 통해 마우스 두개골 세포에 적용하여 MTT (Methylthiozole tetrazolium 

bromide) 검정법을 이용한 생체 적합성을 평가하고, 교원질 발현과 ALP 활성도를 

이용하여 치주 조직 재생 활성능을 평가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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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  연구 재료 및 연구 방법

가. 연구 재료

1. Calcium Phosphate glass(CPG) 준비

CaCO3, CaF2, H3PO4, MgO 및 ZnO를 출발 물질로 사용하여 Ca/P의 원자비

가 0.6이 되도록 혼합하고, 1250℃에서 용융한 후 급냉하여 

CaO-CaF2-P2O5-MgO-ZnO계 calcium phosphate glass를 제조하 다. 평균 입도 

170㎛로 분쇄한 비정질 분말을 실험 1군(AQ-CPG)으로 하 으며, 800℃에서 열

처리하여 결정화도를 50%로 증가시킨 것을 실험 2군(HT-CPG)으로 하 다. 실

험 2군의 평균 입도는 실험 1군과 동일하 다.

2. 마우스 두개골 세포 배양

마우스 두개골 세포는 생후 1일된 ICR 마우스에서 분리하여 배양하 다.

 

나. 연구 방법

 

1. 실험군 설정

α-MEM에서 배양한 세포를 대조군으로 하고, CPG를 넣어 배양한 군을 실험

군으로 설정하 다. 이 때 실험군의 CPG의 농도는 각각 0.01, 0.02, 0.1, 0.2g/ml의 

네 군으로 나누어 실험하 다.

2. 마우스 두개골 세포의 분리 및 배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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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후 1-2일된 ICR 마우스를 에탄올 용액에 담가 희생시킨 후 핀셋을 이용하여 

두피를 벗기고, 마우스 두개골에서 Y자 봉합을 확인하여 포함되게 적출하 다. 적

출된 두개골을 washing solution에서 씻은 후, 10ml 효소 용액(0.2% collagenase와 

0.1% dispase가 함유된 α-MEM)에 넣었다. 37℃ water bath에서 20분간 shaking

을 하는데 첫 번째 상층액은 버리고, 이를 3회 반복하여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

째 상층액을 모아 총 30ml를 만들었다. 이를 1500rpm에서 원심분리하고 상층액을 

제거하 다. 여기에 10% FBS α-MEM을 10ml 첨가하여 이를 37℃, 5% CO2에서 

배양하고 2-3일마다 배지를 바꿔주었다.

3. MTT assay에 의한 생체 적합성 평가

96well의 배양접시에 세포를 1×104개씩 분주하고 대조군과 실험군으로 구분하

여 동일조건하에서 배양하 다. 배양 3일후 각각 배양접시에서 배양액을 제거하고 

대조군에는 새로운 10% FBS가 함유된 α-MEM 배양액 200㎕를, 실험군에는 각각 

0.01, 0.02, 0.1, 0.2g/ml 농도의 CPG 용액 동량을 각각의 well에 첨가하 다. 생리

식염수로 용해한 3-(4,5-dimethylthiozole-2-yl)-2,5-diphenyl tetrazolium 

bromide(MTT) 용액 50㎕를 각 well에 첨가한 후 4시간동안 방치하 다. 반응액

을 제거한 후 200㎕의 Dimethyl sulfoxide(DMSO)를 첨가하여 형성된 formazan 

결정을 용해시키고 배양접시를 잘 흔든 후 ELISA reader로 파장 570nm로 흡광도

를 측정하여 MTT 분석을 시행하 다(Mosmann, 1983; Carmichael et al., 1987). 

이 실험을 3회 반복 시행하여 마우스 두개골 세포에 독성을 나타내지 않는 최고 

농도를 결정하 다.

4. 교원질 합성능 측정

6 well plate에 세포를 배양하고 적정농도로 처치한다. FBS에는 교원질 함량이 

아주 높으므로 collagen assay할 때에는 FBS 함량을 5% 이하로 하 고, 3일후 

Sircol collagen assay kit
¶
를 이용하여 collagen assay를 시행하 다. blan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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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llagen standard, test sample에 Sircol dye를 가하고 shaker에서 30분간 혼합하

고 collagen dye가 침전되도록 하 다. 10000g에서 10분간 원심분리하고 상층액인 

unbound dye를 따라 버렸다. 각각의 tube에 1ml의 alkali 시약을 가하고 vortex하

여 bound dye를 녹여낸다. spectrophotometer를 이용하여 3시간 이내에 540nm에

서 흡광도를 측정하 다. blank와 collagen standard의 흡광도를 이용하여 

collagen 농도와 흡광도간 선형 관계식을 구하여 standard curve를 작성하 다. 

test sample의 흡광도를 선형관계식에 대입하여 collagen 농도를 구하 다. 이 실

험을 3회 반복하 다.

 

5.  마우스 두개골 세포에서의 Alkaline Phosphatase(ALP) 활성도 측정

6 well plate에 마우스 두개골 세포를 배양한 다음 50㎍/㎖ ascorbic acid와 

10mM β-glycerophosphate 그리고 CPG 용액 적정 농도를 처치하 다. 배양 6일 

후 배양된 세포를 수집하고 ALP-10 kit
†
를 이용하여 ALP 활성도를 측정하 다. 

각 well에서 배양액을 제거하고 효소용액(0.2% collagenase와 0.1% dispase)으로 

세포를 분리시킨 후 세포부유액을 4℃ 8000rpm으로 10분동안 원심분리 시킨다. 

원심분리하고 상층액을 제거하여 PBS로 세척한 후 0.5% Triton X-100 100㎕, 

PBS 200㎕를 첨가하 다. 이를 얼음에 옮겨 1시간 방치하여 세포막을 파괴하 다. 

PBS 200㎕ 첨가하고 다시 4℃ 8000rpm으로 10분동안 원심분리 시킨다. 그 상층

액에 준비된 ALP-10
Ⓡ
 1ml를 첨가하고 30℃에서 30초간 혼합한 후 즉시 405nm에

서 흡광도를 측정하 다(Initial data). 2분 경과 후 흡광도를 측정하여(Final data), 

2분간의 흡광도 변화를 이용하여 다음과 같이 ALP 농도를 계산하 다.

¶ 
Sircol collagen assay kit, Biocolor Ltd., USA

†
ALP-10

Ⓡ
 kit, Sigma diagnostics INC., Irela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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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LP(U/L)={(Final data - Initial data) / 2 * Total vol. * 1000}

       / (18.45 * sample vol.* Lightpath)

       = (Final data-Initial data)*1382

96 well plate에 bovine serum albumin(BSA) standard 0, 250, 500, 1000, 2000

㎍/㎖와 각군별 세포액을 5㎕씩 분주하 다. 여기에 각각 250㎕의 Coomassie 

Assay Reagent를 첨가하여 즉시 ELISA reader를 이용하여 570nm에서 흡광도를 

읽었다. BSA standard 흡광도를 이용하여 단백질 농도와 흡광도간의 관계식을 구

하고 이를 이용하여 각군별 세포액의 단백질 농도를 구하 다. ALP 농도를 단백

질 농도로 나누어 ALP 활성도를 계산하 다. 이 실험을 3회 반복하 다.

6. 통계학적 분석

모든 측정치는 평균과 표준편차로 나타내었으며, 각 농도별 차이를 규명하기 

위해 ANOVA post hoc test를 시행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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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I.  연구 결과

1. MTT assay에 의한 세포 생체 적합성 평가

대조군과 각 농도별로 처치한 실험군을 배양 2, 3일후에 MTT assay를 이용

하여 세포활성을 평가하 다. AQ-CPG는 0.1g/ml가 3일째에 대조군과 비교시에 

활성 감소가 유의하게 일어났으며, 0.2g/ml에서는 2, 3일째에 활성감소가 유의하

게 일어났다. HT-CPG에서는 0.1, 0.2g/ml에서 2, 3일 모두에서 세포독성이 유의

하게 일어났다(Table 1,2 & Figure 1,2).

이상의 결과를 근거로 하여 마우스 두개골 세포에 독성을 나타내지 않는 최

고의 농도를 AQ-CPG 0.02g/ml, HT-CPG 0.02g/ml로 각각 결정하 다.

Table 1. Effects of AQ-CPG on proliferation of mouse calvarial cells

AQ-CPG conc. (g/ml)
Absorbance (Mean ± S.D.)

after 2 days after 3days

Control 1.92 ± 0.21 1.58 ± 0.10

0.01 2.14 ± 0.16 1.76 ± 0.13

0.02 2.03 ± 0.33 1.57 ± 0.60

0.1 1.61 ± 0.30 1.19 ± 0.17
*

0.2 1.47 ± 0.32
*

0.73 ± 0.11
*

*
 : Statistically significant from control group at p<0.05

Table 2. Effects of HT-CPG on proliferation of mouse calvarial cells

HT-CPG conc. (g/ml)
Absorbance (Mean ± S.D.)

after 2 days after 3days

Control 1.76 ± 0.06 1.51 ± 0.03

0.01 1.91 ± 0.02 1.53 ± 0.00

0.02 1.75 ± 0.02 1.57 ± 0.07

0.1 1.15 ± 0.12
*

1.15
 
± 0.05

*

0.2 1.03 ± 0.25* 0.85 ± 0.10*

*
 : Statistically significant from control group at p<0.05



- 9 -

0

0.5

1

1.5

2

2.5

control AQ 0.01 0.02 0.1 0.2

2days

3days

*

*

*

Figure 1. Effects of AQ-CPG on proliferation of mouse calvarial cel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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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2. Effects of HT-CPG on proliferation of mouse calvarial cells

2.  교원질 합성능 측정 - Collagen assay

AQ-CPG군과 HT-CPG군 모두 세포 독성을 나타내지 않은 최고 농도인 

0.02g/ml를 처치하여 교원질 합성능을 대조군과 비교하 다. 두군 모두 대조군에 

비하여 교원질 합성능이 유의하게 증가되었다(Table 3 & Figure 3).

Table 3. Effects of AQ-, HT-CPG on collagen synthesis of mouse calvarial 

cel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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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PG conc. (g/ml) Control AQ-CPG 0.02 HT-CPG 0.02

Collagen synthesis

(㎍/ml)
9.34 ± 4.77 15.62 ± 5.97

*
17.10 ± 8.80

*

* : Statistically significant from control group at p<0.05

Collagen ass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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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3. Effects of AQ-, HT-CPG on collagen synthesis of mouse calvarial 

cells

3.  마우스 두개골 세포에서의 Alkaline Phosphatase 활성도 측정

각각 AQ-, HT-CPG 0.02g/ml를 함유한 배지에서 배양된 마우스 두개골 세포

의 분화능을 보기 위해 6일 배양후 세포막을 파괴시켜 세포내 ALP 활성도를 측

정하 다. 두 군 모두에서 대조군에 비하여 ALP 활성도가 증가하 으나 통계학적

으로 유의하지는 않았다(Table 4 & Figure 4).

Table 4. Effects of AQ-, HT-CPG on ALP activity of mouse calvarial cells

CPG conc. (g/ml) Control AQ-CPG 0.02 HT-CPG 0.02

ALP activity(U/g) 404 ± 34 417 ± 74 419 ±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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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Statistically significant from control group at p<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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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4. Effects of AQ-, HT-CPG on ALP activity of mouse calvarial cel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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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V. 총괄 및 고찰

국민 구강 보건과 국민 의식의 발달에 의해 노령인구에서 치아 수의 증가에 

따라 치주질환을 가진 환자의 유병률이 증가하게 되었다(Hugoson et al., 1992). 

따라서 치주질환 감염의 원인이 되는 치태나 치석 등의 세균성 요인의 예방, 치료

와 더불어 파괴된 치주조직을 기능적, 구조적으로 재건하기 위한 재생술식 등의 

치주치료의 요구도가 증가하고 있다. 특히 재생 술식 중 합성골의 개발은 자가골

과 동종골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오랫동안 연구되어 왔다. 

Saffar 등(1990)은 TCP를 이식한 후 생검하여 조직 검사를 시행하여 이식 후 

흡수까지의 과정을 보고하 는데 이식재 주위로 먼저 골이 침착되고 골성숙, 골개

조가 이뤄지면서 이식재가 흡수된다고 하 다(Saffar et al., 1990). 즉 골형성이 완

료되는 시기에 완전히 흡수가 된다고 하 다. 그러나 임상적인 관찰을 보면 이식

재의 흡수속도가 골 재생속도보다 느려 재생이 잘 이뤄지지 않는 것을 자주 관찰

할 수 있다. 그리하여 제조 공정에 변화를 주어 흡수 속도를 개선하고자 하는 노

력이 이뤄져 왔다.

이 등은 기존의 calcium phosphate 화합물에 비해 결정성은 낮아지고 용해도

는 증가하 으며 분해속도는 빨라져 주위 골조직이 빨리 자라 들어가게 하고 점

성을 낮추어 적합성을 개선한 비정질인 CPG를 개발하게 되었다(Lee et al., in 

press). 비결정질은 결정질에 비하여 흡수속도가 빠르다는 장점이 있으므로 CPG

를 As-Quenched로 결정도를 ‘0’으로 낮추어 순수한 AQ-CPG를 제작하 다. 또한 

순수 비결정질의 기계적 성질을 보완하기 위해 순수한 비결정질은 아니지만 결정

성을 낮추어 Heat-Treated CPG(HT-CPG)를 제작하 다. 

세포의 조직학적 연구에서 골재생이 성공적으로 일어나려면 세포의 여러층을 

형성하는 증식기, 기질 형성과 성숙, 세포함입 과정을 동반한 세포활성 그리고 활

성화된 골 표면과 성숙된 골세포를 동반한 피질골의 석회화가 일어나야 한다

(Nefussi, 1997; Ramakrishnan et al., 1995). 이중, 초기 단계에 교원질, BSP(Bone 

sialoprotein), ALP, osteocalcin등이 발현이 된다(Roth et al., 1999). 이에 실험실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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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험에서 두 가지 CPG가 조골세포에 미치는 향을 알아보기 위해 농도를 AQ-, 

HT-CPG 각각 0.01, 0.02, 0.1, 0.2g/ml로 달리하여 마우스 두개골 세포의 증식, 교

원질의 합성, ALP 활성도를 관찰하 다. 

MTT assay는 살아있는 세포의 미토콘드리아 세포에 의해 MTT가 환원되어 

blue formazan 결정이 형성되는데 여기에 용해제를 넣고 분광 분석기로 흡광도를 

재어서 간접적으로 세포수를 측정하는 방법이다(Mosmann, 1983). 이러한 MTT 

assay 결과 AQ-, HT-CPG 두 군 모두 저농도에서 흡광도의 증가를 보 으나 통

계학적으로 차이는 없었고, 0.1g/ml, 0.2g/ml에서 통계학적으로 유의하게 독성을 

나타내었다. 그러므로 AQ-, HT-CPG 두 군 모두 독성을 나타내지 않는 최고 농

도인 0.02g/ml를 실험 농도로 결정하 다.

치주조직의 석회화에 필수적인 요소인 교원질 합성능 분석 결과 AQ-, 

HT-CPG 두 군 모두에서 대조군에 비하여 통계학적으로 유의한 증가를 보 다. 

이러한 결과로 볼 때 적정 농도의 AQ-, HT-CPG는 마우스 두개골 세포의 성장

과 교원질 생성을 촉진한다고 볼 수 있다.

그리고 마우스 두개골 세포의 조골세포로의 분화 양상을 확인하기 위해 ALP 

활성도를 측정하 다. 염기성 인산분해 효소(ALP)는 유기인산 에스테르를 가수분

해하여 석회화가 이뤄지는 곳에서 국소적으로 인산이온의 농도를 증가시키는 효

소로서 세포외 기질에 인산칼슘을 침착시켜 석회화를 유도하는 기능을 갖는다고 

알려져 있다(Bellows et al., 1991). Woldarski와 Reddi(1986)는 이러한 ALP 활성

은 골형성능이 있는 세포에서는 높지만 그렇지 않은 세포에서는 낮다고 보고하

다(Woldarski & Reddi, 1986). 즉 ALP는 골형성능을 가진 세포의 표식자로 유용

하다고 주장하 고, Arceo등(1991)은 ALP 활성도의 증가는 석회화가 촉진됨을 반

한다고 보고하 다(Arceo et al., 1991).

ALP 활성도 검사를 예비 실험에서 10일 data를 측정하 으나 매우 낮은 수치

를 보여 본 실험에서는 6일 data로 측정하 다. 결과는 ALP 활성도가 AQ-, 

HT-CPG 두 군 모두에서 대조군과 통계학적으로 유의한 차이는 보이지 않았으나 

대조군보다 활성도가 증가된 양상을 보 다. 이러한 결과는 선행되었던 성견 1면 

골내낭에서 CPG 단독 사용시에 신생 백악질 형성에만 유의한 효과가 있었고, 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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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골 형성에서 약간 증가한 양상은 보이나 유의성 없었던 결과와 유사하다고 할 

수 있다(Lee et al., 2003). 

본 실험에서의 결과는 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0.02g/ml의 농도에서 AQ-, 

HT-CPG가 교원질 합성에서는 유의성 있는 결과를 보 고 ALP 발현은 유의성이 

없었다. 이러한 결과는 Ohgushi 등(1996)이 bioactive glass ceramic을 처치한 배

지에 마우스 골수세포를 배양하여 조골세포로의 분화를 관찰한 결과와 유사한 것

이며(Ohgushi et al., 1996), 2002년 Viornery 등도 phosphonic acids로 modified한 

티타늄 디스크에 조골세포를 배양한 실험과도 유사하다(Viornery et al., 2002). 이 

두 연구 모두 ALP가 증가하 으나 유의성은 없었고 교원질 합성능이 유의성있게 

증가함을 보고하 으며, 이를 토대로 하여 조골세포의 분화를 촉진하고 골 형성을 

증가시킬 수 있다고 결론을 내리고 있다. 또한 교원질 분석이 ALP 활성도 검사보

다 더 민감하게 작용한 것이 아닐까 조심스러운 분석을 하기도 하 다. 이를 기반

으로 한다면 새로 개발한 CPG는 조골세포로의 분화를 촉진하고 골재생을 증가시

킬 수 있다고 할 수 있겠다. 그러나, 새로 개발한 CPG는 골 형성과 관련하여 더

욱 세 한 평가와 안전성과 효능의 개선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되며, 향후 심도있

는 연구를 통해 임상적인 활용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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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 결론

새로 개발한 calcium phosphate glass가 마우스 두개골 세포에 미치는 향을 

평가하기 위해 마우스 두개골 세포의 증식과 교원질 및 ALP 발현을 관찰하여 다

음과 같은 결과를 얻었다.

1. AQ-, HT-CPG는 0.02g/ml 농도이하에서 독성을 나타내지 않았다(P<0.05).

2. AQ-, HT-CPG는 0.02g/ml 농도에서 교원질 합성이 통계학적으로 유의하게 

증가하 다(P<0.05).

3. AQ-, HT-CPG는 0.02g/ml 농도에서 ALP 활성도를 증가시키기는 하 으나 

유의성은 없었다(P<0.05).

이상의 연구 결과로 볼 때, 새로 개발한 AQ-, HT-calcium phosphate glass는 

조골세포로의 분화를 촉진시키고 골재생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되며 임상

적인 활용을 위해선 계속적인 실험을 통해 안전성, 효능을 개선시켜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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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Effects of Calcium Phosphate Glass on Mouse Calvarial 

Cell 

Min-Kyoung Kim, D.D.S.

Department of Dental Science, Graduate School, Yonsei University

(Directed by Prof. Seong-Ho Choi, D.D.S., M.S.D., Ph.D.)

The goal of periodontal treatment is not only to arrest the progression of 

the disease but also to promote the functional, esthetic regeneration of the 

periodontium. Flap operation, bone graft, guided tissue regeneration, growth 

factors and bone morphogenetic protein have been used for this purpose. 

Among these techniques of regeneration, alloplastic graft, especially calcium 

phosphate is getting more attention recently.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evaluate the effects of calcium phosphate 

glass on mouse calvarial cell in vitro. The toxicity of calcium phosphate glass 

was measured using MTT assay, the synthesis of collagen was measured 

using collagen assay, and ALP activity was measured. The experimental 

groups were cultured with calcium phosphate glass(both AQ-, and HT-CPG) 

in concentration of 0.01, 0.02, 0.1, 0.2g/ml.

The results are as follows

1. In concentrations not exceeding 0.02g/ml, both the groups(AQ-CPG, 

HT-CPG) didn't show any toxicity on mouse calvarial cell(p<0.05).

2. In both the experimental groups are the concentration of 0.02g/ml, 

collagen expressions were significantly up-regulated(p<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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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In both the experimental groups are the concentration of 0.02g/ml, ALP 

activity was not significantly up-regulated, but ALP activity in both 

experimental groups were greater than control group(p<0.05).

The results suggested that the use of calcium phosphate glass may 

promotes periodontal regeneration. Ongoing studies are necessary in order to 

determine their regeneration effects.

Key words: calcium phosphate glass, mouse calvarial cell, MTT assay,         

           collagen assay, ALP activity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