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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 정 우 

 

 

외상, 기형, 감염 혹은 종양의 처치로 인한 악안면부의 골 결손의 재건에 

있어서 가장 좋은 예후를 보이는 것은 골생성 능력을 지니고 있는 자가골 

이식으로 알려져 있으나, 공여부의 필요성으로 인하여 부가적인 합병증 또는 

제한점이 존재한다.  따라서 이것을 극복하기 위하여 골 유도 인자인 Bone 

Morphogenetic Proteins (BMPs)를 이용한 골재생의 연구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으며, 본 연구에서는 E-coli system 을 이용하여 얻어진 

ErhBMP-2 와 함께 Autoclaved autogenous bone(AAB)과 Fibrin 

glue(FG)의 두 가지 서로 다른 carriers 를 이용하여 웅성 백서 비골의 

임계크기(6mm) 분절성 골 결손부의 골 재생을 평가하였다. 

Autoclaved bone 은 이전에 BMP carrier 로써 연구된 바가 없으나, 

autoclaving 을 통해 감염원, 종양 세포 등의 제거가 가능하고 자가골을 

이용할 경우 항원성에 대한 고려나 다른 공여부 없이 골 결손부의 정확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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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시 재건을 가능하도록 해준다.  이는 또한 골전도능을 갖는다는 장점이 

있다. 

반면, FG 는 천연 합성물로써 BMP 를 유지하고 방출하며 사용이 편리하고 

생체 내 흡수와 골전도가 가능하다는 장점을 가지는 재료로 이미 몇몇 

연구에서 BMP carrier 로 사용된 바 있다. 

실험은 각각 8 주령 Sprague-Dawley 백서 12 마리를 대상으로 하였으며, 

양측 비골에 약 6mm 의 임계크기 분절성 골 결손을 형성한 후, 우측에는 

rhBMP-2/carrier 를 삽입하고(실험군), 좌측에는 carrier 만을 삽입하였다 

대조군).  실험 동물은 수술 후 2 주, 4 주, 그리고 8 주가 지난 후에 각각 

4 마리씩 희생되었으며, 육안적, 방사선학적(Plain X-ray, Micro-CT 

imaging), 조직형태학적으로 골 재생을 관찰하였다. 

실험 A(AAB)의 2 주 군에서 대조군은 육안적, 방사선학적으로 남아있는 

골과 재위치된 AAB 사이에 골 유합이 이루어지지 않은 반면에, 

실험군에서는 육안적, 방사선학적으로 이소 골 형성을 동반한 과잉의 골 

재생이 관찰되었다.  한편 4 주 군에서 대조군은 방사선학적으로 남아있는 

골과 재위치된 AAB 사이에 방사선 투과성의 틈새가 관찰되었으나, 

육안적으로 약한 섬유성 결합을 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으며, 

실험군은 2 주 군과 마찬가지로 과잉의 골 유합을 이루고 있었으나, 2 주 

군에 비하여 양적으로 많이 감소한 양상을 보였다.  8 주 군에서는 대조군과 

실험군 모두에서 골 유합이 관찰되었으며, 대조군을 통하여 AAB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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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전도능을 갖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실험군에서 새로 형성된 

골은 4 주 군에 비하여 그 부피가 많이 줄어들고 모양도 상대적으로 일정한 

양상으로 관찰되어 시간이 지남에 따라 과형성된 골의 remodeling 이 

이루어지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실험 B(FG)의 2 주 군에서 대조군은 육안적, 방사선학적으로 골 결손 

부위가 관찰되었으나, 실험군에서는 육안적, 방사선학적으로 골 결손부의 

융합을 관찰할 수 있었으며, 실험 A 의 2 주 군에 비하여 작고 일정하게 

골이 재생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4 주 군에서도 대조군은 2 주 군과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으나, 실험군에서는 실험 A 와는 달리 2 주 

실험군보다 더 많은 양의 신생 골이 형성되는 것이 관찰되었다.  8 주 

군에서는 실험 A 와 동일하게 대조군과 실험군 모두에서 골 결손부의 

완전한 골 유합이 관찰되었으며, FG 의 골전도능과 과형성된 골의 

remodeling 을 확인할 수 있었다. 

조직형태학적으로 2 주 실험군에서 새로 형성된 미성숙 골조직이 

혈관조직과 함께 광범위하게 동시 다발적으로 발생하는 것이 실험 A, B 

모두에서 관찰되었으나, 시간이 지남에 따라 바깥층은 기존의 비골과 

피질골로 연결되고, 내부는 미성숙 골이 사라지면서 점차 골수강으로 

바뀌어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러한 변화는 Micro-CT 를 이용한 골 

밀도 측정으로도 관찰할 수 있었으며, 2 주 실험군에서 낮고 불규칙적인 골 

밀도를 보인 신생 골이 시간이 지남에 따라 바깥쪽은 피질골화, 내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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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면골화되면서 피질골로 둘러싸인 골수를 갖는 정상 골의 형태를 나타내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러한 두 가지 BMP carrier 를 이용한 골 재생 실험을 통하여 FG 가 

AAB 보다는 국소화(localized)와 방출조절(release-controlled)의 측면에서 

더욱 효과적인 carrier 일 것으로 판단되지만, 공간 유지의 측면에서는 

AAB 가 더 큰 장점을 가진다.  임상적으로 BMP 를 이용한 골결손부의 

치료에서 BMP carrier 로써 FG 와 AAB 또는 이전에 연구되었던 

ACS(Absorbable collagen sponge)와 AAB 를 복합적으로 이용한다면, 빠른 

치유와 함께 심미적, 기능적, 경제적으로 환자에게 도움이 될 것으로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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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론 

 

  외상, 기형, 감염 혹은 종양의 처치로 인한 악안면부의 골 결손은 심미적, 

기능적, 그리고 이에 따른 심리적, 사회적 이유 등으로 골의 재건이 

필요하다. 현재 많은 골이식재가 사용되고 있지만, 가장 좋은 예후를 보이는 

것은 자가골 이식으로 알려져 있다. 이는 다른 골이식 재료와는 달리, 

자가골은 골생성 능력을 지니고 있기 때문이다(Boyne, 1998; Hausamen 

and Neukam, 1992; Hopp, Dahners, and Gilbert, 1989).  그러나 이러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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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점에도 불구하고 자가골 이식은 추가적인 공여부의 수술이 요구되기 

때문에 수술의 범위가 커질 뿐만 아니라, 이에 따른 통증 유발, 추가적인 

반흔, 감염 위험성 증가, 회복 기간의 연장, 그리고 공급양의 한계 등의 

단점을 가지므로 이용에 제한적일 수 있다(Dickinson et al., 2008; Fallucco 

and Carstens, 2009; Herford, 2009; Herford and Boyne, 2008).  

Bone morphogenetic proteins(BMPs)는 조직들과 장기들에 존재하는 

가장 역량있는 cytokines 중의 하나로, transforming growth factor-β 

superfamily 의 subfamily 이며, 골의 발달과 재생에 역할을 한다.  BMP -2, 

-3, -7, -9 는 중간엽전구세포(mesenchymal progenitor cells)를 

골모세포(osteoblasts)로 분화시키는 가장 강력한 유도 물질로, 이 중 BMP-

2 와 BMP-7 이 여러 in vivo 실험에서 신생 골 형성의 증대 능력을 

보여주었다(Haidar, Hamdy, and Tabrizian, 2009a, 2009b; Issa et al., 2008; 

Jung et al., 2008).  따라서 이러한 BMPs 의 하나인 recombinant human 

BMP-2(rhBMP-2)의 임상적 적용은 자가골 이식을 하지 않고 효과적인 골 

재건을 할 수 있다는 점에서 매우 의미가 있다.  그러나 적은 용량에도 세포 

반응을 유도하였던 in vitro 실험과는 달리, in vivo 실험에서는 BMP 의 빠른 

변성(degradation)과 이에 따른 불충분하고 부적절한 조직의 재생이 

관찰되었으며, 이는 효과적으로 BMP 를 원하는 부위에 적절한 농도로 

적용시킬 수 있는 carrier system 의 필요성을 시사한다(Haidar, Hamdy, 

and Tabrizian, 2009a, 2009b; Issa et al., 2008; Jung et al.,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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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MP delivery system 의 주요 역할은 골의 재생과 수복을 위해 결손 

부위의 해부학적 크기, 위치, 혈관분포에 따라 재생 기간 동안 골 결손 

부위에 성장인자(growth factor)를 유지시키는 것으로, 재생조직형성세포 

(regenerative tissue forming cells)가 조직의 결손부로 이주하고 증식, 

분화하는 것을 허용하여야 한다(Haidar, Hamdy, and Tabrizian, 2009a, 2009b; 

Issa et al., 2008).  이러한 BMP carriers 의 필수적인 두 가지 요건으로 

“국소화(localized)”와 “방출조절(release-controlled)” 전달(delivery)을 들 수 

있다(Haidar, Hamdy, and Tabrizian, 2009a, 2009b). 매우 다양한 

carriers 가 rhBMP-2 의 임상 전 연구에서 실험되었고 성공적인 결과를 

보였으며, 이전 연구에서도 rhBMP-2 와 함께 Absorbable collagen 

sponge(ACS) (TERUPLUGⓇ, Terumo Co. Tokyo, Japan)를 이용하여 

성공적인 백서 비골의 임계크기 결손부 재생을 보고한 바 있다(박세현, 

2009). 

이러한 많은 임상 전 연구에도 불구하고, 이상적인 carrier system 의 

부재와 함께 경제성의 이유로 rhBMP-2 는 아직까지 임상적으로 널리 

사용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동물실험에서 성공적인 결과를 보였던 

ACS 도 공간 유지력의 부족, 조작의 어려움, 면역성으로 인한 안정성의 문제 

때문에 임상적으로 사용하는 것에 한계가 있다고 한다(Haidar, Hamdy, and 

Tabrizian, 2009b).  또 다른 재료로 Fibrin glue 역시 이미 몇몇 연구에서 

BMP carrier 로써 사용되어 양호한 결과를 보였으며, BMP 의 유지와 방출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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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능하고 사용이 편리하며 생체 내 흡수가 가능하다는 장점을 가졌지만, 

ACS 처럼 공간 유지력이 부족하여 단독 사용시 제한이 있다(Han et al., 

2005; Hong et al., 2006; Kim et al., 2007; Patel, Zhao, Wong, Kanim et al., 

2006; Patel, Zhao, Wong, Pradhan et al., 2006). 

현재 BMP carrier 로써 ACS 를 사용시 골 재생을 위한 공간 확보를 

위하여 망사형태의 금속판 등을 이용하지만, 이는 이식체 삽입에 따른 

합병증과 기능적, 심미적인 회복을 위한 이차적 수술이 요구되는 경우가 

빈번하다(이정구, 1993).  수술 중에 제거된 골을 적절한 방법으로 처치하여 

병적 조직이나 감염원을 제거한 후 이를 BMP carrier 로써 재위치시켜 즉시 

재건에 이용할 수만 있다면, 치유과정이나 기능적, 심미적, 수술의 용이성 

측면에서 많은 이점을 가질 것으로 기대되며, autoclaving 은 이러한 

처치방법 중 하나이다(Bohm, Springfeld, and Springer, 1998; Ito et al., 

1995; Kao and Comstock, 1995; Sugiura et al., 2003; von Wilmowsky et 

al., 2009).   

본 연구의 목적은 분절성 골 결손부의 재건을 위해 임상적으로 BMP 를 

효과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carrier system 을 개발하기 위함이며, rhBMP-

2 와 함께 이의 carrier 로써 Autoclaved autogenous bone 과 Fibrin glue 를 

이용하여 이를 웅성 백서 비골의 임계크기 분절성 골 결손부에 이식한 후 

골 재생을 평가하고, 각각의 결과를 비교하고자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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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 연구 대상 및 방법 

 

1. 연구대상 

  

본 실험은 8 주령의 수컷 웅성 백서(Male Sprague-Dawley Rat) (250-

300g) 24 마리의 양쪽 비골, 총 48 부위를 대상으로 하였다. 본 실험의 

모든 과정은 연세대학교 의과대학 임상의학 연구센터의 동물실험 지침에 

따랐다. 

 

 

2. 연구방법 

 

총 24 마리의 백서를 각각 12 마리씩 나누어 A, B 군으로 나누어 실험을 

진행하였다.  A 군은 Autoclaved autogenous bone 을 BMP carrier 로써 

이용을 하였으며, B 군은 Fibrin glue (TisseelⓇ, Baxter AG)를 BMP 

carrier 로써 이용을 하였다.  각 개체에는 10 ㎍의 ErhBMP-2(BioAlpha 

Inc., Korea)가 삽입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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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실험군 

 

A 군에서는 백서의 좌측 비골의 약 6 mm 크기의 분절성 골 결손부에, 골 

결손부 형성시 제거하였던 비골 분절을 Autoclave 시행 후 내부를 소파하여 

재위치 시킨 것을 대조군으로, 같은 조건에서 얻어진 우측 비골 분절 내부에 

10 ㎍의 rhBMP-2 를 삽입한 rhBMP-2/ Autoclaved autogenous 

bone(AAB)을 재위치 시킨 것을 실험군으로 설정하였다. 

B 군에서는 백서의 좌측 비골의 분절성 골 결손부에 미리 준비한 Fibrin 

glue(FG) block 을 삽입한 것을 대조군으로, FG 에 10 ㎍의 rhBMP-2 를 

혼합한 rhBMP-2/ FG block 을 우측 분절성 골 결손부에 주입한 것을 

실험군으로 설정하였다. 

각 군은 실험 후, 각각 2 주, 4 주, 그리고 8 주의 치유기간 후 CO2 

asphyxiation chamber 를 이용하여 희생되었으며, 육안적, 방사선학적, 

조직형태학적으로 관찰되었다(Tabl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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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Study design 

 
Group A (n) Group B (n) 

Time Implants Time Implants 

Control 

(Lt. Fibula) 

 2 wks (4) AAB only 2 wks (4) FG only 

4 wks (4) AAB only 4 wks (4) FG only 

8 wks (4) AAB only 8 wks (4) FG only 

Experimental 

(Rt. Fibula) 

2 wks (4) AAB+rhBMP-2 2 wks (4) FG+rhBMP-2 

4 wks (4) AAB+rhBMP-2 4 wks (4) FG+rhBMP-2 

8 wks (4) AAB+rhBMP-2 8 wks (4) FG+rhBMP-2 

 

AAB = Autoclaved Autogenous Bone 

FG = Fibrin Glu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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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실험방법 

 

실험동물은 ZoletilⓇ (Virbac, Carros, France, 0.06mg/kg)와 RumpunⓇ 

(BayerKorea, Korea, 0.04mg/kg)을 둔부에 근육 내 주사하여 마취하였다.  

비골 부위의 털을 면도한 후, 10% povidone-iodine 용액으로 소독하였으며, 

1:100,000 epinephrine 이 함유된 lidocaine 으로 국소마취 시행 후, 비골 

중앙부의 피부를 절개하여 비골을 노출시켰다.  버니어 캘리퍼스를 이용하여 

무릎과 발목 관절의 비골 중상방에서 약 6mm 의 분절성 골 결손을 

형성하였다.   

A 군의 실험에서는 제거된 좌우측의 골 절편을 123℃, 0.2MPa 조건에서 

10 분간 Autoclave 를 시행한 후, 대조군인 좌측 골 결손 부위에는 골 

절편만을 재위치 시키고 실험군인 우측 골 결손 부위에는 골 절편을 쪼개어 

재위치 시킨 후, 내부에 2.0mg/ml 농도의 rhBMP-2, 0.05ml 를 

micropipette 을 이용하여 삽입하였다.  이후 muscle cuff 를 유지하면서 4-

0 POLYSORB™ (Tyco Healthcare Korea, USA)을 이용하여 층별 봉합을 

시행하였다(Figure 1). 

B 군의 실험에서는 좌측에 형성된 분절성 골 결손 부위에 미리 준비한 약 

1.5 x 1.5 x 6.0mm 크기의 FG block 을 위치시키고, 우측의 골 결손 

부위에는 FG 에 2.0mg/ml 농도의 rhBMP-2, 0.05ml 를 micropipette 을 

이용하여 주입하여 응고시킨 rhBMP-2 를 포함한 약 1.5 x 1.5 x 6.0m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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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기의 rhBMP-2/ FG block 을 위치시킨 후, 상기 A 군 실험과 동일하게 

봉합 시행하였다(Figure 2, 3). 

실험 후 웅성 백서는 연세대학교 의과대학 임상 의학 연구센터 지침에 

따라 낮과 밤이 각각 12 시간이며 온도가 21℃로 유지되는 방 안의 

플라스틱 우리에서 사육되었으며, 자유로이 제공되는 물과 pellet 형태의 

사료를 공급받았다.  발사는 시행하지 않았으며, 2 주, 4 주 그리고 8 주에 각 

군에서 4 마리씩 CO2 asphyxiation chamber 를 이용하여 희생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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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1. Procedure of autoclaved autogenous bone(AAB) graft with 

rhBMP-2. 

a. Critical size defect of rat fibula was 6 mm long. 

b. Splitted AAB fragment. 

c. Repositioning of splitted AAB fragment at defect site. 

d. Application of rhBMP-2 (2.0mg/ml, 0.05ml) with micropipette. 

e, f. Layer by layer suturing for preservation of muscle cuff. 

a b

c d

e 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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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2.  Procedure of fibrin glue(FG) block preparation for Group B.  

For experimental group FG blocks steps from A to E were done.  But for 

the control group steps A, C, and E were done.  

a. Template fabrication.  Template final size 1.5 x 1.5 x 6.0mm. 

b. Placement of rhBMP-2 (2.0mg/ml, 0.05ml) with micropipette in 

fabricated template. 

c. Filling of fabricated template with FG. 

d. Vibrator for mixing rhBMP-2 and FG.  

e. FG final block. 

 

a b

c

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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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3.  Implantation of FG block. 

a. Prepared FG block.  

b. The FG block was positioned at the rat fibula defect site, which was 

enveloped by the surrounding muscles (cuff).  

 

 

 

 

 

 

a b 



 - 13 -

다. 방사선학적 평가 (Plain X-ray, Micro-CT Imaging) 

 

술 후 2 주, 4 주, 그리고 8 주경에 희생된 백서의 비골과 경골을 연조직과 

함께 절단하여 표준 치과 방사선 필름을 이용한 plain X-ray 촬영을 실시하여 

영상을 비교하였다(Voltage(㎸)=60, Current(mA)=70, Exposure(s)=0.08).  

또한 미세 컴퓨터 단층 촬영(Microtomography ; Micro-CT, SkyScan 1076, 

Belgium)을 실시하여 이를 이용하여 2 차원 영상을 얻었으며, 술 후 8 주 

군에서는 NRecon reconstruction software 를 이용하여 3 차원적 재구성을 

시행하였다. 추가적으로 dataviewer program 을 이용하여 동 부위 경골과 

비골의 골 밀도를 상대적으로 분석하였다 (Resolution=18 ㎛, Voltage(㎸)=100, 

Current(㎂)=100, Filter=0.5 ㎜ Aluminium, Exposure (㎳)=1180, Rotation 

Step(deg)=0.500/360 Rot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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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조직형태학적 평가 

 

절제한 조직은 4℃에서 4% paraformaldehyde/0.01M phosphate-buffered 

saline(PBS, pH 7.4)에 24 시간 고정 후, 실온에서 formic acid-sodium 

formate 로 탈회하였다. 파라핀에 포매 후 비골의 장축 방향으로 7 ㎛ 

두께로 절단하여 hematoxylin and eosin (H-E stain) 염색하여 광학 

현미경으로 관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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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I. 결과 

 

1. 육안적 소견 

 

실험 A. 

 

가. 2 주 군 

 

대조군에서는 분절성 골결손부의 골 재생이 일어나지 않아 비유합이 

관찰되었으나, 실험군에서는 골재생으로 완전한 유합이 일어난 양상 

관찰되었다. 비록 대조군에서 골유합이 발생하지는 않았으나 섬유성 유합이 

관찰되었으며 재위치된 골절편은 특별한 고정없이도 비교적 제 위치에 

위치하고 있는 것이 관찰되었다. 실험군에서는 불규칙하고 과도하게 골이 

형성된 양상이었다(Figure 4a,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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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4 주 군 

 

대조군에서는 재위치를 시킨 AAB 의 양측 끝단이 두터워져 곤봉화된 

양상이나, 강도는 매우 약하여 촉진시 쉽게 탈락되었다. 반면 실험군에서는 

골재생으로 완전한 유합이 관찰되었으며, 2 주 군과 비교하였을 때 상대적으로 

재생된 골의 양이 약간 줄어들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Figure 4b,e). 

 

다. 8 주 군 

 

재위치 시킨 AAB 분절이 muscle cuff 내에서 잘 유지된 대조군에서 골 

결손부의 AAB 분절 주변으로 새로운 골이 생성되어 일부 섬유성 결합을 

포함한 골성 결합이 관찰되었다(Figure 4c). 실험군에서는 2 주, 4 주의 

실험군과 마찬가지로 완전한 골성 결합이 관찰되었으나, 새롭게 형성된 골의 

양이 확연히 감소하고 상대적으로 규칙적인 형태를 보였다(Figure 4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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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4. Gross findings of the regenerated rat fibula(Group A). 

a. 2-week control side : Nonunion was observed between AAB fragment and the fibula. 

b. 4-week control side : Fibrous union was observed between AAB fragment and the fibula. 

c. 8-week control side : Complete union was observed on the fibula defect site with 

new bone formation around the AAB fragment. 

d. 2-week experimental side : Complete union was observed on the fibula defect site 

with overgrown and ectopic bone. 

e. 4-week experimental side : Complete union was observed on the fibula defect site 

with less overgrown and ectopic bone, compared to the 2-week experimental group. 

f. 8-week experimental side : Complete union was observed on the fibula defect site 

with a significantly reduced overgrowth and ectopic bone, compared to the 2 and 4-

week experimental groups. 

a d

b e

c 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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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험 B. 

 

가. 2 주 군 

 

대조군에서는 분절성 골 결손부가 그대로 유지되고 있는 상태였으며, 

육안적으로 큰 변화는 보이지 않았다.  반면, 실험군에서는 rhBMP-2/FG 를 

위치한 골 결손부 주변으로 새로운 골이 형성되어 완전한 유합을 보이고 

있었다. 새로운 골은 약간의 과성장을 보였으나 대체적으로 골 결손부를 

중심으로 고르게 형성된 양상이었다(Figure 5a,d). 

 

나. 4 주 군 

 

대조군에서는 분절성 골 결손부의 양쪽 말단이 흡수되고 있는 양상으로, 

오히려 결손부가 약간 커져있는 것처럼 관찰되었다. 반면, 실험군에서는 2 주 

군보다 더 많은 양의 새로운 골이 형성되어 있었으며, 골 결손부는 완전한 

유합을 보였다. 일부에서 약간의 이소골성장(ectopic bony growth)이 

관찰되었다(Figure 5b,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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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8 주 군 

 

  일부 대조군에서는 비골의 절단부위 말단에서 약간의 골 형성이 

이루어졌으나 여전히 비골의 비연속성을 보인 반면, 다른 대조군에서는 

분절성 골 결손부에 새로운 골이 형성되어 완전히 유합된 양상이 

관찰되었다. 실험군에서는 이전의 실험군과 마찬가지로 골 결손 부위의 

완전한 골 유합을 보였으나, 4 주 실험군보다 새롭게 형성된 골의 부피가 

의미있게 줄어든 양상으로 관찰되었다(Figure 5c,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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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5.  Gross findings of the regenerated rat fibula(Group B). 

a. 2-week control side : Nonunion was observed on the fibula defect site. 

b. 4-week control side : Nonunion was observed on fibula defect site, and it was suspected 

to be increased by the bony resorption process of the fibula defect-ends. 

c. 8-week control side : Complete union was observed on fibula defect site with new bone 

formation. 

d. 2-week experimental side : Complete union was observed on fibula defect site with 

slight bone overgrowth. 

e. 4-week experimental side : Complete union was observed on fibula defect site with an 

overgrown and ectopic bone, which was slightly larger in size compared to the 2-week 

experimental group. 

f. 8-week experimental side : Complete union was observed on fibula defect site with an 

overgrown and ectopic bone, which was significantly reduced in size compared to the 4-

week experimental group. 

a d

e

c f

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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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방사선학적 소견 

 

가. 방사선학적 소견 (Plain X-ray) 

 

실험 A. 

 

(1)  2 주 군 

 

대조군에서는 분절성 골 결손부의 골 재생이 일어나지 않아 재위치 시킨 

Autoclaved bone fragment 와 근원위부의 비골 사이에 방사선 투과성의 

틈새가 관찰되었다. 반면, 실험군에서는 골 재생으로 인하여 완전한 유합이 

이루어졌지만, 과도한 골 형성으로 인하여 마치 종양 같은 불규칙한 커다란 

골 종괴가 관찰되었으며, 일부에서는 이소골성장(ectopic bony growth)이 

관찰되었다(Figure 6a,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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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4 주 군 

 

대조군에서는 여전히 재위치된 골 분절의 양측으로 방사선 투과성의 띠가 

관찰되었으며, 일부에서는 분절 골의 말단이 흡수되고 수여부의 골 

절단부위가 곤봉화되는 양상이 관찰되었다. 모든 실험군에서는 분절성 골 

결손 부위의 완전한 골 유합을 관찰할 수 있었으며, 2 주 군과 비교하였을 

때 재생된 골의 크기가 현저히 줄어들었음을 알 수 있었다(Figure 6b,e). 

 

(3)  8 주 군 

 

  대조군에서 골 분절이 제자리에 위치하고 있는 경우, 재위치된 골 분절과 

비골 사이에 방사선 투과성의 띠가 감소하고 일부에서 골이 유합되어 있는 

소견이 관찰되었다. 반면 실험군에서는 이전의 2 주, 4 주 실험군과 

비교하였을 때, 골의 과잉 형성 정도가 현저하게 줄어들었으며, 완전하지는 

않지만 골이 상대적으로 규칙적이고 매끄럽게 형성된 것이 관찰되었다 

(Figure 6c,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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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6.  Radiographic (plain X-ray) findings(Group A). 

a. 2-week control side: Radiolucent lines were seen between the AAB 

fragment and fibula. 

b. 4-week control side: Radiolucent lines were seen between the AAB 

fragment and the fibula with clubbing of its defect-ends. 

c. 8-week control side: Radiolucent lines were barely distinguished 

between the AAB fragment and pre-existing fibula. 

d. 2-week experimental side: Large irregular bone overgrowth was seen 

on the fibula defect site. 

e. 4-week experimental side: Irregular bone overgrowth was seen on 

fibula defect site, which was slightly decreased compared with 2-week 

experimental group. 

f. 8-week experimental side: The amount of bone overgrowth was 

reduced and its shape was relatively smooth and regular. 

a 

d 

b 

e 

c

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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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험 B. 

 

(1)  2 주 군 

 

  대조군에서는 분절성 골 결손부의 골 재생이 일어나지 않아 제거된 비골 

크기만큼 방사선 투과성의 분절이 관찰되었다. 반면, 실험군에서는 실험 

A 의 동일 군과 비교하였을 때, 마찬가지로 골의 완전한 유합 양상 

관찰되었으나 상대적으로 한정된 범위 내에서 골의 재생이 일어나 있는 

양상으로 관찰되었다(Figure 7a,d). 

 

(2)  4 주 군 

 

  대조군에서는 분절성 골 결손부의 재생이 일어나지 않은 양상이었으며, 

일부에서 절단부 말단은 약간 흡수되고 있는 양상으로 관찰되었다. 반면, 

실험군에서는 전반적으로 2 주 군보다 좀 더 많은 양의 골이 형성되어 골 

유합이 이루어진 것을 관찰할 수 있었다(Figure 7b,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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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8 주 군 

 

  대조군 4 개체 중 2 개체에서는 비골의 절단 부위 말단에서 방사선 

불투과성으로 약간의 골이 형성되는 양상이 관찰되었으나 골 유합의 소견은 

보이지 않았다. 반면, 나머지 2 개체에서는 골 결손부가 거의 재생된 

양상으로 관찰되었다. 실험군에서는 이전의 실험군과 같이 골의 완전한 

유합이 관찰되었으나, 4 주 군에 비하여 신생 골의 크기가 많이 감소한 것을 

관찰할 수 있었다(Figure 7c,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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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7.  Radiographic (plain X-ray) findings(Group B). 

a. 2-week control side: Radiolucent bony defect site was seen. 

b. 4-week control side: Similar findings as the 2-week control side. 

c. 8-week control side: Complete bony regeneration was seen on the bone 

defect site. 

d. 2-week experimental side: Relatively regular bone overgrowth was 

seen on fibula defect site. 

e. 4-week experimental side: Bone overgrowth was seen on fibula defect 

site, and its amount was slightly increased compared with the 2-week 

experimental group. 

f. 8-week experimental side: Complete bony regeneration was seen on the 

bony defect site, and its amount was significantly decreased compared to 

the 4-week experimental group. 

 

b 

e 

c

f d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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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Microtomography(Micro-CT) Imaging 

 

실험 A. 

 

(1)  Three-Dimensional Reconstruction Imaging 

 

  8 주 실험군과 대조군에서 모두 육안적, 방사선 사진적 소견과 일치하는 

양상으로 관찰되었다(Figure 8). 

 

 

Figure 8. Three-Dimensional reconstructed Micro-CT image findings 

(Group A). 

They were consistent with radiographic and gross findings.  

a. 8-week control side 

b. 8-week experimental side 

a 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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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Bone density 

 

(가) 2 주 실험군 

 

경골의 피질골 부위에서 높은 골 밀도를, 해면골 부위에서 낮고 일정한 골 

밀도를 보이는데 반하여, 새로 형성된 골 내에서는 AAB 부위를 제외하고 

비교적 낮고 불규칙한 골 밀도로 관찰되었다(Figure 9a). 

 

(나) 4 주 실험군 

 

 경골의 골 밀도 형태와 비슷한 양상으로 새로 형성된 골의 밀도 분포가 

관찰되었다. 새로운 골의 바깥 부분은 피질골의 형태로 변하였으며, 내부는 

경골의 해면골과 유사하게 낮고 규칙적인 골 밀도 분포를 나타내었다 

(Figure 9b) 

 

(다) 8 주 실험군 

 

4 주 실험군보다 정상 골에 더 가까워진 골 밀도 분포를 보여주었다.  

높은 골 밀도를 보이는 피질골 사이로 낮고 규칙적인 해면골이 새롭게 

재생된 골에서 관찰되었다(Figure 9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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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9. Comparison of bone density between the tibia and the newly 

formed fibula bone using Micro-CT imaging(Group A). 

a. 2-week group : A high-density bicortical bone and a low-density regular bone 

marrow was observed on the adjacent tibia, in contrast with the newly formed 

fibula bone, which showed an irregular pattern.  A high-density bicortical bone 

was also observed on grafted AAB area. 

b. 4-week group : The newly formed fibula bone showed a similar bone density 

pattern as the adjacent tibia but in a lower intensity of its cortical portion.  Both 

also showed a low-dense and regular bone marrow.  

C. 8-week group : Compared with the 4-week group, the distribution of the bone 

density was similar to normal bone. The formation of a regular and low-dense 

cancellous bone is noticeable between the two peaks traced by the cortex of the 

newly formed bo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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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 AA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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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one marro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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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험 B. 

 

(1)  Three-Dimensional Reconstruction Imaging 

 

8 주 실험군과 대조군에서 모두 육안적, 방사선 사진적 소견과 일치하는 

양상으로 관찰되었다(Figure 10). 

 

 

 

 

Figure 10.  Three-Dimensional reconstructed Micro-CT image findings 

(Group B). 

They were consistent with radiographic and gross findings.  

a. 8-week control side 

b. 8-week experimental side 

b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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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Bone density 

 

(가) 2 주 실험군 

 

인접한 경골이 높은 골 밀도를 갖는 피질골 사이에 낮고 일정한 골 

밀도를 보이는 해면골로 구성된 반면, 비골의 결손부에 과잉으로 재생된 

골은 낮고 불규칙한 골 밀도를 보인다(Figure 11a). 

 

(나) 4 주 실험군 

 

골 밀도 상으로 특기할만한 변화없이 2 주 실험군과 유사한 양상으로 

관찰된다(Figure 11b). 

 

(다) 8 주 실험군 

 

재생된 골의 바깥 부분이 피질골이 되고, 내부는 골수강으로 변하면서 

경골과 비슷한 형태의 골 밀도 분포를 보인다(Figure 11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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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11.  Comparison of the bone density between the tibia and the 

newly formed fibula bone using Micro-CT imaging(Group B). 

a. 2-week group : In the adjacent tibia a high dense cortical bone is seen, 

as well as a regular and less dense inner cancellous bone.  In its union 

with the fibula an over-regenerated bone with an irregular bone density is 

observed. 

b. 4-week group : Same findings as the 2-week experimental group, with 

no remarkable changes in bone density.  

c. 8-week group : The cortical bone and bone marrow of the newly 

formed fibular bone follows the similar pattern observed in the adjacent 

tib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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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조직형태학적 소견 

 

실험 A. 

 

가. 2 주 실험군 

 

  양측의 비골 사이로 광범위하게 새롭게 형성된 미성숙 골 조직이 다량 

관찰되었다. 이식된 AAB 주위로 골 형성이 동시 다발적으로 일어나고 

있었으며, 조직 사이사이에서는 다수의 골모세포(osteoblast)와 함께 활발한 

혈관 생성이 관찰되었다(Figure 12). 

 

나. 4 주 실험군 

 

  양측의 비골과 새로 형성된 골 사이의 구분이 점차 사라지고 피질골이 

연속적으로 연결되어 있는 모습이 관찰되었다. 피질골 안쪽에서 이전에 신생 

혈관과 미성숙 골 조직이 혼재되어 나타났던 부위는 골모세포의 활성도가 

줄어들면서 미성숙 골 조직의 수가 줄고 점차 골수(bone marrow)로 대체되는 

양상을 보였다(Figure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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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8 주 대조군/ 실험군 

 

대조군에서는 새로 형성된 골과 잔존 비골과의 유합이 완전하게 일어난 

양상으로 관찰되었으나, 이식된 AAB 는 완전히 흡수되지 않고 재생된 골에 

의해 둘러싸여 신생 골과 함께 골화가 진행되고 있는 소견이 관찰되었다 

(Figure 14). 

실험군에서도 재생된 골과 잔존 비골의 완전한 유합이 관찰되었으며, 

비골에서 연속적이고 균질하게 이어지는 피질골과 내부의 골수를 관찰할 수 

있다(Figure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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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12.  Histomorphologic findings of the 2-week experimental group 

(Group A).  

The formation of immature woven bone is seen in the newly formed fibula 

bone.  Simultaneous bone remodeling, surrounding the transplanted AAB, 

is also observed, together with red blood cells and active angiogenesis.  A. 

X10; B. X40; and C. X100 magnification; the yellow arrow shows the AAB. 

 

a 

c 

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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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13.  Histomorphologic findings of the 4-week experimental group (Group A). 

A gradually disappearing gap between the adjacent fibula and the newly 

formed bone, in both sides, is observed.  Also a continuous connecting 

cortical bone is noticeable between remaining fibula bone and newly 

formed bone and the inner part is gradually replaced by bone marrow.  A. 

X10; B. X40; and C. X100 magnification. 

a 

c 

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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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14. Histomorphologic findings of the 8-week control group 

(Group A).   

In the control group a complete union between the newly formed bone and 

the remaining fibula is observed.  The new bone formation and 

ossification progress are seen surrounding the grafted AAB.  A. X10; B. 

X40; and C. X100 magnification; the yellow arrow shows the AAB. 

 

a 

c 

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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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15.  Histomorphologic findings of the 8-week experimental group 

(Group A).  

In the experimental group a complete union between the regenerated bone 

and the pre-existing fibula is observed.  In this period a continuous and 

homogeneous connection of the bone marrow and cortical bone is also seen.   

A. X10; B. X40; and C. X100 magnification. 

 

a 

c 

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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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험 B. 

 

가. 2 주 실험군 

 

  저배율 소견에서 양측 비골 사이에 비교적 경계가 일정하고 국한되어있는 

새롭게 형성된 미성숙 골 조직이 관찰되었다.  새롭게 형성된 골 사이사이로 

섬유 조직과 다수의 혈관이 존재하며, 기존의 비골과 새롭게 형성된 골 

조직의 경계에서 점진적인 연골성 골화가 관찰된다(Figure 16). 

 

나. 4 주 실험군 

 

  실험 A 의 4 주 실험군의 조직형태학적 소견과 비슷하게 기존의 비골과 

새롭게 형성된 골의 피질골은 연속성을 보였으며, 그 내부는 점차 미성숙 

골이 사라지고 골수로 대체되는 양상이 관찰되었다(Figure 17). 

 

다. 8 주 대조군/ 실험군 

 

  대조군과 실험군 모두 조직학적으로 잔존 비골과 완전한 유합을 이루고 

있으나, 층판골과 골수강의 형태가 대조군에 비해 실험군에서 좀 더 명확한 

양상으로 관찰되었다. 두꺼운 피질골의 내부에는 골세포(osteocyte)와 

혈관이 산재하는 양상이 관찰되었다(Figure 18,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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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16.  Histomorphologic findings of the 2-week experimental group 

(Group B).   

At a low magnification the gap in both sides of the fibula is relatively regular 

and limited to the newly formed bone.  In this gap numerous blood vessels and 

fibrous tissue are present among newly formed bone.  A progressive cartilage 

ossification is observed in the both border between the existing fibula and the 

newly formed bone.  A. X10; B. X40; and C. X100 magnification. 

a  

c 

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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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17.  Histomorphologic findings of the 4-week experimental group 

(Group B).   

The cortical layer of the newly formed bone shows a similar continuity as 

the remaining fibula.  The inner part is gradually replaced by bone 

marrow.  A. X10; B. X40 and C. X100 magnification. 

 

a 

b 

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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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18.  Histomorphologic findings of the 8-week control group(left) 

(Group B). 

Figure 19.  Histomorphologic findings of the 8-week experimental 

group(right)(Group B).  

In the histological findings, of both experimental and control group, the 

remaining fibula reached a complete union.  Between the thick cortical 

bone the osteocytes and blood vessels show a sporadic pattern.  A. X10; 

B. X40; and C. X100 magnification. 

a 

c 

b 

a 

c 

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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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V. 고찰 

 

Bone morphogenetic protein 은 1965 년에 Urist 에 의해 처음 기술된 

이후로 여러 동물 모델을 이용한 수많은 임상 전 실험을 통하여 골 재생 

효과 및 그 안정성을 입증 받아왔으며(Boyne et al., 1997; Herford and 

Boyne, 2008; Lee et al., 2010; McKay, Peckham, and Badura, 2007), 

임상적으로도 2000 년에 spinal fusion, 2004 년에 open tibial fractures 

surgery 분야에서 rhBMP-2 의 사용을 Food and Drug Administration 

(FDA) 승인 받았고, 구강악안면 영역에서 2007 년에 sinus augmentation 과 

localized alveolar ridge augmentations 를 위한 rhBMP-2 의 사용을 승인 

받기에 이르렀다.  이미 미국에서는 off-label 사용까지 포함하여 

2009 년까지 약 600,000 건의 rhBMP-2 를 이용한 치료를 시행하였다고 

보고된 바 있다(Herford, 2009; Herford and Boyne, 2008; McKay, 

Peckham, and Badura, 2007). 

 

기존에 Chinese hamster ovary (CHO) cells 와 같은 포유류의 세포 

내에서 생산되던 대부분의 rhBMPs 를 이용한 골 결손부의 재건 방법은 

낮은 생산량과 높은 비용으로 인하여 임상적으로 이용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었다(Kubler et al., 1998; Lee et al., 2010).  하지만 E. coli 와 같은 

prokaryotic expression system 을 이용하여 rhBMPs 를 생산하고 생물학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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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를 하려는 시도는 계속되었으며, 결국 E. coli 를 이용하여 98% 

이상으로 정제된 rhBMPs 를 생산할 수 있게 되었다.  이는 in vivo 에서 골 

재생에 대한 충분한 효과를 보였으며, 이로 인해 낮은 가격으로 rhBMPs 의 

대량 생산이 가능해졌다(Kubler et al., 1998; Lee et al., 2010).   

rhBMP-2 의 임상적 이용시 요구되는 비용에 대한 많은 연구들이 

이루어졌으며, 자가골 이식 술식과 비교하였을 때 perioperative costs 는 

오히려 rhBMP-2 에서 더 낮게 나타나는 것이 보고되었다.  이는 환자에게 

이차적 수술 부위가 불필요함에 따르는 통증 감소, 수술 시간의 감소, 보다 

빠른 수술 후의 재활, 낮은 합병증 빈도, 보다 빠른 골 융합 과정, 입원 기간 

단축 등의 다양한 사항을 고려한 결과이다(Dickinson et al., 2008; 

Glassman et al., 2008; Herford, 2009).  이러한 rhBMP-2 의 대량생산과 

perioperative costs 의 감소 등은 임상적으로 경제적 요소가 더 이상 

rhBMP-2 의 사용을 제한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하며, 따라서 앞으로 

다양한 분야에서 rhBMP-2 의 임상적 적용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된다. 

 

BMPs 는 1~4 시간이라는 매우 짧은 반감기를 가지며 생리학적으로 

정상보다 높은 농도일 경우에는 불완전한 방출을 보이므로 초기 단계에서 

30% 가량 상실된다.  또한 그 작용이 골조직에 특이적이지 않기 때문에, 

원하는 부위에 원하는 형태의 새로운 골을 형성하기 위하여 BMPs 를 

적용할 경우에는 반드시 ‘국소화 (localize)’와 ‘방출 조절 (relea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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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trolled)’의 조건을 만족시키는 적절한 BMP delivery systems 가 

필요하다(Haidar, Hamdy, and Tabrizian, 2009a, 2009b).  그 외에 

rhBMP 를 임상에 적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delievery system 은 안전성, 

효율성, 편의성, 경제성 등의 요건을 충족시켜야 하며, 이로 인하여 많은 

종류의 delivery materials 이 연구되고 발표되어왔다.   

BMPs carrier materials 은 크게 Natural polymers, Inorganic materials, 

Synthetic biodegradable polymers, 그리고 Composites 의 네 종류로 

분류할 수 있다.  Natural polymers 에는 현재 임상에서 많이 사용되고 있는 

Collagen 을 비롯하여, fibrin glue, alginate, 그리고 chitosan 등이 포함된다.  

이는 생체적합성이 뛰어나고 BMPs 에 자연적인 친화력을 가지면서 생리적 

체액에 잘 흡수되는 장점을 가지지만, 면역원성(immunogenecity), 병원체 

전염, 멸균의 어려움 등의 단점을 가진다.  Inorganic materials 는 골과 

유사하며, 골전도능을 지니고 BMPs 에의 친화력 등의 장점이 있으나, 

깨지기 쉽고 조작이 어려우며, 몇몇 재료에서 열을 방출한다는 단점이 있다.  

Calcium phosphate cements, bioactive glasses, hydroxyapatite, 

hyaluronic acid, 그리고 tricalcium phosphates 등이 이 항목에 포함된다.  

Synthetic biodegradable polymers 에는 Poly(lactic acid) (PLA), 

polyglycolide (PLG), poly L-lactic acid (PLLA), poly D, L-lactide-co-

gycolic acid (PLGA) 등이 포함되며 우수한 기계 화학적 성질을 가지며 

조작 및 멸균 등이 용이하다는 장점을 가지지만, 염증 반응, 생물학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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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능의 제한, 조직의 국소적 산도(pH) 저하 등의 문제점을 일으킬 수 있다.  

마지막으로 Composites 는 서로 다른 생체분자(biomolecules)로써 각각의 

물질의 장점을 조합한 것으로 제작 과정이 어렵다는 한계가 있다(Haidar, 

Hamdy, and Tabrizian, 2009b; Issa et al., 2008).  

이러한 수 많은 BMP carrier materials 중에서 Absorbable collagen 

sponge (ACS)가 현재 임상적으로 가장 많이 사용되고 있으며, BMP 에 의한 

골 결손부 재건에 있어 양호한 결과가 보고되고 있다(Dickinson et al., 

2008; Fallucco and Carstens, 2009; Herford, 2009; Herford and Boyne, 

2008; McKay, Peckham, and Badura, 2007; Wikesjo et al., 2009).  

ACS 는 Natural-origin polymers 에 속하는 BMP carrier 로써, collagen 이 

BMP 와 어느 정도 결합을 하며 세포들이 즉시 침투하고 골 조직으로 

재형성된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Jung et al., 2008).  많은 수의 in 

vivo 연구와 임상 실험이 진행되었으며, 자가골 이식과 유사하게 성공적인 

결과를 보여주었다(Haidar, Hamdy, and Tabrizian, 2009b, 박세현, 2009).  

그러나 한편으로 ACS 는 공간 유지 능력 부족, 성질 조작의 어려움, 그리고 

면역원성의 문제로 임상적 적용의 한계를 가지기도 한다.  실제로 

xenogenic nature 로 인하여 rhBMP-2/ACS 로 치료받은 환자의 20%에서 

anti-type I collagen antibodies 가 발달하는 것이 보고되기도 하였다(Haidar, 

Hamdy, and Tabrizian, 2009b; Jung et al.,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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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좀 더 효과적인 공간유지능력의 개선과 사용의 편이성을 위한 

새로운 BMP carrier 를 개발하기 위하여 Autoclaved autogenous bone 

(AAB)과 Fibrin glue(FG)를 이용한 백서 비골의 임계크기 분절성 골 

결손(critical size defect)의 재건을 계획하였으며, 그 결과를 비교, 분석하여 

각각의 carrier 와 rhBMP-2 복합체의 골 형성 효과와 임상에의 적용 

가능성을 알아보고자 하였다.  백서의 장골(long bone)에서 임계크기 분절성 

골 결손은 골막이 보존되는 경우 약 12mm 이고, 골막이 없는 경우에는 약 

6mm 정도로 보고된 바 있으며(Hollinger and Kleinschmidt, 1990), 이전의 

연구에서도 백서의 비골에서 골막을 포함한 약 6mm 크기의 골 결손부의 

연속성이 재생되지 않는 것을 확인한 바 있다(박세현, 2009).  따라서 본 

연구에서도 백서의 비골에 골막을 포함한 약 6mm 크기의 분절성 골 결손을 

형성하여 실험을 수행하였다. 

Autoclaved autogenous bone graft(AAB)는 BMP carrier 로써 소개된 

바는 없으나, 1918 년 Gallie 가 처음으로 열처치한 골을 이식재료로 

사용하고, 1937 년 Orell 이 골육종 환자에서 autoclaved autogenous 

bone 의 재식을 보고한 이후(이정구, 1993; Bohm, Springfeld, and Springer, 

1998), 개방성 골절, 종양, 감염성 환자에서 임상적으로 사용되어왔던 

술식으로, 여러 임상 및 임상 전 연구에서 AAB 에 대한 유용성이 

검증되어왔으며, 이를 바탕으로 AAB 의 사용에 대하여 고찰해보면 다음과 

같다.  우선 Autoclaved bone 은 autoclaving 하는 온도에 따라서 골전도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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뿐만 아니라 골유도능 또한 보존 가능하고, 바이러스나 세균에 의한 감염의 

억제, 그리고 종양 세포의 파괴로 인하여 동종이식 또는 자가이식으로 

이용하는데 제한이 없으며, 기계적으로도 만족스러운 결과를 보인다(Bohm, 

Springfeld, and Springer, 1998; Ito et al., 1995; Izawa et al., 2001; Smith 

and Struhl, 1988; Shimizu et al., 1999; Shin et al., 2005; Smith and Struhl, 

1988; Sugiura et al., 2003; von Wilmowsky et al., 2009;).  또한 

자가이식으로 사용할 경우, 항원성에 대한 고려와 공여부가 불필요하며 

이용이 간편하고 골 결손부를 본래의 모습으로 재건할 수 있어 고정이 

용이하며, 따라서 심미성과 기능성이 뛰어나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Kao 

and Comstock, 1995; Sugiura et al., 2003; von Wilmowsky et al., 2009).  

그러나 한편으로는 오염된 실활 골의 재식립은 감염이나 골수염 등의 유발 

가능성이 있으므로 모든 경우에 적용해서는 안되며, 감염의 위험성을 

파악하고 환자의 나이, 직업, 오염된 골 조각의 상태, 자가이식 또는 

동종이식의 가능성, 해부학적 구조와 기능을 유지할 수 있도록 골을 완전 

또는 거의 완전하게 정복(reduction)하는 것의 중요성 정도, 그리고 환자의 

바램 등을 고려하여 적용하여야 한다(Kao and Comstock, 1995).   

AAB 를 BMP carrier 로 이용하는 것은 연조직 내에서 본래의 형태를 

견고히 유지하고 결손부의 정확한 복원을 가능하게 함과 동시에, 골 형성의 

뼈대 역할을 해줄 수 있는 골전도능을 갖고 뛰어난 골유도를 가능하게 

해준다는 점에서 매우 이상적이다.  하지만 AAB 를 BMP carrier 로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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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으로 이용하는 것은 BMP 의 국소적 적용과 방출 속도 조절이 어려울 

수 있으므로 한계가 있다.  이번 연구에서는 약 6mm 길이의 백서 비골을 

이용하여 실험을 하였으며, 특별한 고정없이 muscle cuff 를 이용하여 

AAB 를 위치시켰지만, 임상적으로 적용을 하기 위해서는 AAB 의 정확한 

강성 고정과 ACS 또는 다음에 언급할 fibrin glue(FG) 등을 함께 이용하는 

것이 필요하며, 이것이 BMP 의 작용을 극대화시킬 것으로 생각된다. 

Fibrin glue(FG)의 작용은 응고 과정의 마지막 단계와 유사하여 fibrin-

fibronectin 과 thrombin 이 혼합되면서 환자의 응고 과정과 무관하게 fibrin 

clot 을 형성하는 기전을 이용한다.  이것은 지혈, 조직 접합 및 상처 치유를 

증진하는 효과를 가지며, 일부 연구에서는 in vitro 에서 fibrin clots 이 

골모세포(osteoblasts)의 성장, 접착, 이동, 그리고 분화를 지지해준다고 

밝혀졌지만(Han et al., 2005; Hong et al., 2006), 한편으로는 골의 치유나 

형성을 억제한다는 보고 또한 발표된 바 있다(Patel, Zhao, Wong, Kanim et 

al., 2006).  BMP carrier 로써 FG 의 사용은 이미 몇몇 연구에서 소개된 바 

있으며, 비교적 성공적인 결과가 보고되었다.  FG 는 BMPs 의 carrier 로써 

그 효용성이 입증되었으며, 골전도능, 생체 내 흡수, 편리한 사용, 그리고 

ACS 에 비해 BMP 에 의한 골 성장을 조절할 수 있다는 점에서 임상적으로 

이점이 있다.  하지만 새로운 골과 조직의 형성을 감소시킬 수 있는 

연조직의 압축력에 대한 공간 유지력이 부족하다는 한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효과적인 BMP carrier 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다른 생체 재료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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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용이나 적용 방법의 개선 등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Kim et al., 2007; 

Patel, Zhao, Wong, Kanim et al., 2006; Patel, Zhao, Wong, Pradhan et al., 

2006; Han et al., 2005; Hong et al., 2006). 

 

상기 두 가지의 BMPs carrier 실험은 전반적으로 계획한대로 

시행되었으나, rhBMP-2/FG 실험 도중 한 마리가 수술 후 즉사하였으며, 

이외에 다른 특이한 사항은 없었다.  실험 A 의 autoclaving 조건은 123℃, 

0.2MPa 하 10 분 동안으로, AAB 를 골유도능 없이 골전도의 목적으로 

사용하기 위함이며, 이것은 여러 논문에서 제시한 조건을 참고하였다.  

재위치를 시킨 AAB 는 특별한 고정없이 muscle cuff 를 이용하여 

위치시켰으며, 봉합은 근육과 피부의 층별 봉합으로 시행되었다.  AAB 를 

고정하지 않은 것이 실험 A 의 대조군의 실험 결과에 부정적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생각되며, 따라서 AAB 를 대형 동물에 적용하거나 임상적으로 

적용할 경우에는 견고한 고정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AAB 에 rhBMP-

2 를 주입시 백서의 비골이 매우 얇아서 내부로의 주입은 불가능 하였으며 

비골을 장축 방향으로 쪼개어 그 위에 rhBMP-2 를 도포하였다.  이는 신생 

골이 골의 위치가 아닌 기타 부위에 이소 형성(ectopic formation)하는 

부작용을 보였으며, 또한 이것으로 rhBMP-2 의 골유도능을 확인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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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험 A 의 2 주 실험군에서 rhBMP-2 에 의한 과도한 골 형성이 

관찰되었으나, 4 주와 8 주에서는 점차적으로 그 크기가 감소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는 BMP carrier 로써 AAB 가 rhBMP-2 의 방출을 

조절하지 못하여 초기에 BMP 가 대량으로 주변에 방출되었으며, 국소적으로 

원하는 부위에만 적용되지 않아 새로운 골의 이소 형성(ectopic 

formation)이 과도하게 일어난 것으로 생각된다.  또한 초기에 과도하게 

형성된 골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remodeling 이 되어 4 주, 8 주 

실험군에서는 점차 그 크기가 줄어들고 규칙적인 형태로 변화하는 양상이 

관찰되었으며, 잔존한 AAB 는 시간이 지남에 따라 점차 사라지기 때문에, 

대조군에 비해 remodeling 과정이 활발하게 일어나는 것으로 생각된다.  

한편으로, 2 주 대조군에서는 AAB 분절과 비골이 서로 분리되어있는 

양상으로 관찰되었으나, 4 주 대조군에서는 약한 섬유성 결합을 하고 있는 

것이 관찰되었다.  8 주 대조군에서는 골 결손부에 재위치된 AAB 분절 중, 

muscle cuff 내에서 잘 위치되었던 개체에서 AAB 분절 주변으로 새로운 

골이 형성되어 약간의 섬유성 결합을 포함한 골성 결합이 관찰되었다.  이는 

AAB 의 골전도능을 보여주는 것으로 생각되며, AAB 분절을 재위치 시킨 후 

고정을 하였다면, 모든 개체에서 비슷한 결과를 보였을 것으로 사료된다.   

조직형태학적으로 실험 A 의 모든 실험군에서 부위에 상관없이 rhBMP-2 가 

작용한 부위에서 활발한 골 형성 작용이 일어나는 것이 관찰되었으며, 새로 

형성된 골 조직은 다수의 혈관과 함께 혼재되어 나타났다.  또한 시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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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날수록 재생된 골의 내부는 골수로 대체되고 주변부는 점차 층판 

구조(lamellae structure)를 형성하며 피질골화 되는 양상이 관찰되었다.  

이것은 장골(long bone)의 성장 과정 중 일차골화중심(primary ossification 

center)이 골수강(medullary cavity)과 이를 둘러싸는 치밀골(compact 

bone)로 성숙되는 과정과 유사하다.  이는 또한 Micro-CT 를 이용한 골 

밀도 검사에서도 확인할 수 있었으며, BMP 에 의해 새롭게 재생된 골은 

시간이 지날수록 점차 주변의 정상 골과 같은 형태로 변하여 바깥쪽은 매우 

높은 골 밀도를 보이는 피질골로, 내부는 낮고 일정한 골 밀도를 보이는 

골수강으로 변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실험 B 에서는 주형을 이용하여 BMP 를 포함하거나 포함하지 않은 FG 

block 을 사전에 준비하였으며, 이것은 제작 후에 냉장보관 되었다.  실험 

방법은 실험 A 와 전반적으로 유사하나 절단한 분절성 비골을 재위치 

시키지 않고 골 결손부에 FG block 을 위치시켰으며, 마찬가지로 근육과 

피부의 층별봉합을 시행하였다.  실험 결과 BMPs carrier 로써 FG 가 

국소화 (localize)와 방출 조절 (release-controlled)의 조건을 어느 정도 

충족시키는 것이 관찰되었다. 

  실험 B 의 2 주 실험군에서는 실험 A 와 비교하였을 때 상대적으로 적은 

양의 골이 형성되어 있었으며, 비교적 규칙적인 모양으로 관찰되었다.  또한 

4 주 실험군에서는 실험 A 와는 달리 2 주 군보다 더 많은 양의 골이 

생성되어있는 것으로 관찰되었는데, 이것은 FG 가 AAB 에 비해 국소적으로 



 - 53 -

서서히 rhBMP-2 를 유리함으로써 지속적으로 한정된 부위에 골 생성이 

일어난 것으로 생각된다.  일부에서는 2 주 실험군에서 관찰되지 않던 

이소골형성이 관찰되었는데, 이는 실험시의 오차로 여겨진다.  8 주 

실험군에서는 4 주 실험군에 비하여 새롭게 생성된 골의 부피가 확연히 

감소하였으며, 이는 실험 A 과 유사하게 새롭게 형성된 골에서 

remodeling 이 일어난 결과로 사료된다.  한편으로, 실험 B 의 대조군 

실험에서는 2 주, 4 주 군에서 골 결손부위가 그대로 유지되는 양상으로 

관찰되었으나, 8 주 군의 2 개체(50%)에서 실험군에 비해 층판골과 골수강의 

형태가 명확하지는 않지만 비교적 양호한 골 결손부의 재생을 보였다.  

이러한 결과는 FG 의 골 전도능을 확인시켜 주었으며, FG 의 골 재생을 위한 

공간 유지능력 부족이 다른 2 개체(50%)에서 완전한 골 재생을 보이지 못한 

이유로 사료된다.  조직형태학적으로는 실험 A 와 마찬가지로 rhBMP-

2/FG 가 놓여진 부위에서 동시다발적으로 골 형성이 이루어지는 것이 

관찰되었으며, 절단된 비골의 말단과 만나는 부위에서는 연골성 골형성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 관찰되었다.  또한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서 새로 

형성된 골의 바깥쪽은 피질골화되어 남아있는 비골의 피질골과 연속성을 

이루고, 내부의 미성숙 골은 점차 줄어들면서 골수로 대체되어 정상 

골조직의 구성과 유사해지는 양상이 관찰되었다.  골 밀도 측정 결과 실험 

A 와 같이 높은 골밀도를 보이는 바깥의 피질골 내부에 낮고 일정한 골 

밀도를 갖는 골수강이 나타남으로써 조직형태학적 소견과 일치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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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에서는 백서의 비골에 임계크기 분절성 골 결손부를 형성하여 E-

coli system 을 이용하여 생산한 rhBMP-2 와 함께 두 가지 다른 BMP 

carrier 를 이용하여 골 결손부의 수복 결과를 살펴보았다.  결과적으로 

BMP 와 두 가지 carrier 를 이용한 골 재생은 결손부의 재건의 측면에서 

모두 성공적이라 할 수 있지만, 과도한 골의 형성은 BMP 의 양에 대한 

재고의 필요성을 의미하며, 임상적으로 적용을 하기 위해서는 두 재료의 

상호보완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예를 들어 커다란 골 병소의 경우, 

골을 절제한 후 병소의 소파와 함께 autoclaving 을 시행하여 이것의 내부에 

ACS 또는 FG 같은 carrier 를 이용하여 BMP 를 적용한 후 골을 재위치 

시킨다면, 기능성, 심미성, 편의성, 경제성 등의 여러 측면에서 이상적인 

재건이 될 것으로 사료된다. 

 

 

 

 

 



 - 55 -

V. 결론 

 

본 연구는 임상에서 분절성 골 결손의 재건을 위한 방법으로 ErhBMP-

2 의 효과적인 적용을 위한 carrier system 의 개발을 위해 계획되었으며, 

백서 비골에 골막을 포함한 임계크기 분절성 골 결손을 형성한 후, 

Autoclaved autogenous bone(AAB)과 Fibrin glue(FG)를 ErhBMP-2 의 

carrier 로 이용하여 각각의 골 재생을 평가하였다.  ErhBMP-2 와 함께 

사용된 두 가지 carrier system 은 모두 양호한 골 재생을 보여주었으나, 

서로 분명한 성질의 차이를 보였다.  AAB 가 골 재생을 위한 뼈대 역할을 

하지만 ErhBMP-2 의 유지 및 조절을 하지 못하는 반면, FG 는 ErhBMP-

2 의 효과적인 유지 및 방출 조절이 가능하지만 골 재생을 위한 공간 유지 

기능은 부족한 것으로 관찰되었다.  한편 두 carrier system 의 대조군 

일부에서는 재료 자체의 골전도능만으로 ErhBMP-2 없이도 골 결손부의 

연속성이 관찰되기도 하였으나, 재생된 골의 유합 정도나 remodeling 정도, 

그리고 골의 성숙도에서 실험군과 차이를 보였으며, 상대적으로 불완전한 

골의 형태가 관찰되었다. 

ErhBMP-2 를 주입한 모든 실험군에서 초기에 과잉의 골이 형성되었기 

때문에 향후 ErhBMP-2 의 적정 용량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며, 또한 

임상적인 적용 이전에 중대형 동물에서 ErhBMP-2/AAB+FG 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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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rhBMP-2/AAB+ACS 을 이용한 골 결손부 재건 실험이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  이러한 실험에서 AAB 는 골 재생의 뼈대 역할과 안정성 부여, 

그리고 FG 또는 ACS 는 짧은 반감기를 갖는 ErhBMP-2 의 적절한 유지와 

방출을 가능하게 함으로써, 두 carrier system 의 병용은 ErhBMP-2 를 

이용한 훌륭한 골 결손부 재건 방법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 57 -

참고문헌 

 

박세현. 2009. "웅성 백서 비골의 임계크기 분절성 골 결손에서 ErhBMP-

2 와 absorbable collagen sponge 를 이용한 골 재생". 석사학위논문, 

연세대학교 대학원, 서울. 

이정구. 1993. "고압증기소독한 성견 자가하악골 재이식후의 치유과정". 

박사학위논문, 연세대학교 대학원, 서울. 

Bohm, P., Springfeld, R., Springer, H. 1998. "Re-implantation of autoclaved 

bone segments in musculoskeletal tumor surgery. Clinical 

experience in 9 patients followed for 1.1-8.4 years and review of 

the literature". Arch Orthop Trauma Surg 118(1-2): 57-65. 

Boyne, P. J. 1998. "Osseous Reconstruction of the Maxilla and the 

Mandible: Surgical Techniques Using Titanium Mesh and Bone 

Mineral.". Implant dentistry 7(4): 378-379. 

Boyne, P. J., Marx, R. E., Nevins, M., Triplett, G., Lazaro, E., Lilly, L. C., 

Alder, M., Nummikoski, P. 1997. "A feasibility study evaluating 

rhBMP-2/absorbable collagen sponge for maxillary sinus floor 

augmentation". Int J Periodontics Restorative Dent 17(1): 11-25. 



 - 58 -

Dickinson, B. P., Ashley, R. K., Wasson, K. L., O'Hara, C., Gabbay, J., 

Heller, J. B., Bradley, J. P. 2008. "Reduced morbidity and improved 

healing with bone morphogenic protein-2 in older patients with 

alveolar cleft defects". Plast Reconstr Surg 121(1): 209-217. 

Draenert, G. F., Delius, M. 2007. "The mechanically stable steam 

sterilization of bone grafts". Biomaterials 28(8): 1531-1538. 

Fallucco, M. A., Carstens, M. H. 2009. "Primary reconstruction of 

alveolar clefts using recombinant human bone morphogenic 

protein-2: clinical and radiographic outcomes". J Craniofac Surg 

20 Suppl 2: 1759-1764. 

Glassman, S. D., Carreon, L. Y., Campbell, M. J., Johnson, J. R., Puno, R. 

M., Djurasovic, M., Dimar, J. R. 2008. "The perioperative cost of 

Infuse bone graft in posterolateral lumbar spine fusion". Spine J 

8(3): 443-448. 

Haidar, Z. S., Hamdy, R. C., Tabrizian, M. 2009a. "Delivery of 

recombinant bone morphogenetic proteins for bone regeneration 

and repair. Part A: Current challenges in BMP delivery". 

Biotechnology letters 31(12): 1817-1824. 



 - 59 -

Haidar, Z. S., Hamdy, R. C., Tabrizian, M. 2009b. "Delivery of 

recombinant bone morphogenetic proteins for bone regeneration 

and repair. Part B: Delivery systems for BMPs in orthopaedic and 

craniofacial tissue engineering". Biotechnology letters 31(12): 

1825-1835. 

Han, D. K., Kim, C. S., Jung, U. W., Chai, J. K., Choi, S. H., Kim, C. K., 

Cho, K. S. 2005. "Effect of a fibrin-fibronectin sealing system as a 

carrier for recombinant human bone morphogenetic protein-4 on 

bone formation in rat calvarial defects". J Periodontol 76(12): 

2216-2222. 

Hausamen, J. E., Neukam, F. W. 1992. "[Transplantation of bones]". Eur 

Arch Otorhinolaryngol Suppl 1: 163-177. 

Herford, A. S. 2009. "rhBMP-2 as an option for reconstructing 

mandibular continuity defects". J Oral Maxillofac Surg 67(12): 

2679-2684. 

Herford, A. S., Boyne, P. J. 2008. "Reconstruction of mandibular 

continuity defects with bone morphogenetic protein-2 (rhBMP-2)". 

J Oral Maxillofac Surg 66(4): 616-624. 



 - 60 -

Hollinger, J. O., Kleinschmidt, J. C. 1990. "The critical size defect as an 

experimental model to test bone repair materials". J Craniofac 

Surg 1(1): 60-68. 

Hong, S. J., Kim, C. S., Han, D. K., Cho, I. H., Jung, U. W., Choi, S. H., Kim, 

C. K., Cho, K. S. 2006. "The effect of a fibrin-fibronectin/beta-

tricalcium phosphate/recombinant human bone morphogenetic 

protein-2 system on bone formation in rat calvarial defects". 

Biomaterials 27(20): 3810-3816. 

Hopp, S. G., Dahners, L. E., Gilbert, J. A. 1989. "A study of the 

mechanical strength of long bone defects treated with various 

bone autograft substitutes: an experimental investigation in the 

rabbit". J Orthop Res 7(4): 579-584. 

Issa, J. P., Bentley, M. V., Iyomasa, M. M., Sebald, W., De Albuquerque, R. 

F. 2008. "Sustained release carriers used to delivery bone 

morphogenetic proteins in the bone healing process". Anat Histol 

Embryol 37(3): 181-187. 

 



 - 61 -

Ito, T., Sakano, S., Sato, K., Sugiura, H., Iwata, H., Murata, Y., Seo, H. 

1995. "Sensitivity of osteoinductive activity of demineralized and 

defatted rat femur to temperature and duration of heating". Clin 

Orthop Relat Res(316): 267-275. 

Izawa, H., Hachiya, Y., Kawai, T., Muramatsu, K., Narita, Y., Ban, N., 

Yoshizawa, H. 2001. "The effect of heat-treated human bone 

morphogenetic protein on clinical implantation". Clin Orthop Relat 

Res(390): 252-258. 

Jung, R. E., Weber, F. E., Thoma, D. S., Ehrbar, M., Cochran, D. L., 

Hammerle, C. H. 2008. "Bone morphogenetic protein-2 enhances 

bone formation when delivered by a synthetic matrix containing 

hydroxyapatite/ tricalciumphosphate". Clin Oral Implants Res 

19(2): 188-195. 

Kao, J. T., Comstock, C. 1995. "Reimplantation of a contaminated and 

devitalized bone fragment after autoclaving in an open fracture". J 

Orthop Trauma 9(4): 336-340. 

 



 - 62 -

Kim, H. J., Kang, S. W., Lim, H. C., Han, S. B., Lee, J. S., Prasad, L., Kim, 

Y. J., Kim, B. S., Park, J. H. 2007. "The role of transforming 

growth factor-beta and bone morphogenetic protein with fibrin 

glue in healing of bone-tendon junction injury". Connect Tissue 

Res 48(6): 309-315. 

Kubler, N. R., Reuther, J. F., Faller, G., Kirchner, T., Ruppert, R., Sebald, 

W. 1998. "Inductive properties of recombinant human BMP-2 

produced in a bacterial expression system". Int J Oral Maxillofac 

Surg 27(4): 305-309. 

Lee, J. H., Kim, C. S., Choi, K. H., Jung, U. W., Yun, J. H., Choi, S. H., 

Cho, K. S. 2010. "The induction of bone formation in rat 

calvarial defects and subcutaneous tissues by recombinant 

human BMP-2, produced in Escherichia coli". Biomaterials 

31(13): 3512-3519. 

McKay, W. F., Peckham, S. M., Badura, J. M. 2007. "A 

comprehensive clinical review of recombinant human bone 

morphogenetic protein-2 (INFUSE Bone Graft)". Int Orthop 

31(6): 729-734. 



 - 63 -

Patel, V. V., Zhao, L., Wong, P., Kanim, L., Bae, H. W., Pradhan, B. B., 

Delamarter, R. B. 2006. "Controlling bone morphogenetic protein 

diffusion and bone morphogenetic protein-stimulated bone growth 

using fibrin glue". Spine (Phila Pa 1976) 31(11): 1201-1206. 

Patel, V. V., Zhao, L., Wong, P., Pradhan, B. B., Bae, H. W., Kanim, L., 

Delamarter, R. B. 2006. "An in vitro and in vivo analysis of fibrin 

glue use to control bone morphogenetic protein diffusion and bone 

morphogenetic protein-stimulated bone growth". Spine J 6(4): 

397-403; discussion 404. 

Shimizu, K., Masumi, S., Yano, H., Fukunaga, T., Ikebe, S., Shin, S. 1999. 

"Revascularization and new bone formation in heat-treated bone 

grafts". Arch Orthop Trauma Surg 119(1-2): 57-61. 

Shin, S., Yano, H., Fukunaga, T., Ikebe, S., Shimizu, K., Kaku, N., 

Nagatomi, H., Masumi, S. 2005. "Biomechanical properties of 

heat-treated bone grafts". Arch Orthop Trauma Surg 125(1): 1-5. 

Smith, W. S., Struhl, S. 1988. "Replantation of an autoclaved autogenous 

segment of bone for treatment of chondrosarcoma. Long-term 

follow up". J Bone Joint Surg Am 70(1): 70-75. 



 - 64 -

Sugiura, H., Yamamura, S., Sato, K., Katagiri, H., Nishida, Y., Nakashima, H., 

Yamada, Y. 2003. "Remodelling and healing process of moderately 

heat-treated bone grafts after wide resection of bone and soft-tissue 

tumors". Arch Orthop Trauma Surg 123(10): 514-520. 

von Wilmowsky, C., Schwarz, S., Kerl, J. M., Srour, S., Lell, M., Felszeghy, 

E., Schlegel, K. A. 2009. "Reconstruction of a mandibular defect 

with autogenous, autoclaved bone grafts and tissue engineering: 

An in vivo pilot study". J Biomed Mater Res A. 

Wikesjo, U. M., Qahash, M., Huang, Y. H., Xiropaidis, A., Polimeni, G., 

Susin, C. 2009. "Bone morphogenetic proteins for periodontal and 

alveolar indications; biological observations - clinical implications". 

Orthod Craniofac Res 12(3): 263-270. 

 

 



 - 65 -

Abstract 

 

Comparison of autoclaved autogenous bone and fibrin glue  

as BMP carriers for bone regeneration  

in a critical sized segmental defect in the rat fibula 

 

Jung Woo Nam, D.D.S. 

Department of Dental Science, The Graduate School, Yonsei University 

(Directed by Professor Hyung Jun Kim, D.D.S., M.S.D., Ph.D.) 

 

Currently the autogenous bone graft, characterized by its osteogenesis, 

is the first treatment option for reconstruction of bone defects on the 

maxillofacial area as a result of trauma, deformity, infection, or tumor 

ablation surgery.  However, due to its need of a donor site, additional 

limitations and complications exist.  To overcome them, many studies have 

been conducted to take advantage of the osteoinductive properties of the 

Bone Morphogenetic Proteins(BMPs).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evaluate both Autoclaved Autogenous 

Bone(AAB) and Fibrin Glue(FG) as recombinant human BMP-2(rhBMP-2) 

carriers for bone regeneration in bone defects created in a segmented rat 

fibula with a critical size of 6mm.  

As far as we know, an autoclaved autogenous bone has never been 

studied before as a BMP carrier. This process of submitting an autogenous 

bone to an autoclaving process has many advantages, such as removal o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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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iruses, bacteria, and tumor cells.  The autoclaved autogenous bone can be 

a good option for reconstruction of bone defects, not only because of its 

intrinsic osteoconductivity, but also because it provides the physical and 

morphological support needed to improve the outcome of this type of 

surgery, and at the same time eliminates the need of a donor site and the 

concern of graft antigenicity.  

On the other hand, the FG, a natural polymer, has been proven to 

maintain and release BMPs resulting in an acceptable BMP carrier.  It is 

also easy to use, possess the property of osteoconductivity and can be 

reabsorbed by the organism. 

For this study twenty-four 8-week old Sprague-Dawley(SD) rats were 

used.  They were divided in two equal groups : Group A, who received 

AAB as rhBMP-2 carrier and Group B, who received FG for the same 

purpose.  The bony defects, with a critical size of 6mm, were taken by 

segmenting from both fibula bones of all the SD rats.  Then, in the 

experimental group, the rhBMP-2 with carrier(AAB for Group A and FG 

for Group B) was inserted on the right fibula and for the control group only 

the carrier was inserted on left one.  Four SD rats were sacrificed at the 

second, fourth and eight week after the operation.  The regenerated bone 

on the operative site was assessed through gross, radiographic (Plain X-

ray, Micro-CT imaging), and histomorphologic evaluation. 

In the gross and radiographic findings of both A and B groups, the 2-

week experimental groups showed a complete union with excessive 

generated and ectopic bone, and no union in the control groups.  In the 4-

week control groups, no bony union was observed, and in the 4-week 

experimental groups, Group A showed a decreased quantity of overgrown 

bone, but Group B showed a slight increased quantity of overgrown bo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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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 the 8-week group, a complete bony union was observed in all groups, 

and through time it showed a constant pattern in its shape and also a 

progressive change in its volume. 

In the histomorphological findings of both 2-week A and B experimental 

groups the formation of immature bone with simultaneous angiogenesis was 

observed.  Overtime the external layer of the newly formed bone and the 

cortical bone of the pre-existing fibula connected, the immature inner bone 

disappeared and then was filled with bone marrow. 

The changes in bone density were measured using Micro-CT.  The new 

bone observed in the 2-week A-Experimental group showed a low density 

and irregular pattern.  Over time, the newly formed bone became a 

medullary cavity surrounded by a dense cortical bone and acquired normal 

bone morphology and density. 

Among the two BMP carriers evaluated in this study, the FG was more 

effective than the AAB for bone regeneration, in terms of emission control 

and maintenance of the BMPs.  In terms of space maintenance the AAB 

showed a higher advantage over the FG.  Therefore, we suggest the 

clinical application of BMP carriers in a combination, such as FG-AAB or 

ACS(Absorbable Collagen Sponge)-AAB, in order to use as much as 

possible the advantages offered by the BMP’s osteoinductivity and BMP 

carriers’ osteoconductivity and expect the a faster wound healing, as well 

as functional, esthetic, and economic benefi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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