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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요약

백서 피하 조직에서 rhBMP-4와 운반체에 의한 

이소성 골 형성 효과

  외상이나 종양 혹은 선천적으로 큰 골 조직의 손상이 있는 경우, 다양한 

방법의 골 이식재 및 골 대용 생체 재료가 이용되어 왔는데, 최근 들어 유

전학 및 분자 생물학의 발전으로 인하여 골 조직 치유에 관여하는 성장 인

자라는 여러 물질들을 알아냄으로서, 골 조직 재생에 이용하게 되었다. 이

중 골 형성 유도 단백질 (bone morphogenetic protein, BMP)은 다른 성장 

인자들은 기존의 골 조직이나 골전구 세포가 있는 경우에만 골 형성을 유

도하는데 비해, 이러한 조건을 충족하지 않아도 뛰어난 골 형성 능력을 보

일 수 있기 때문에 현재 가장 각광받고 있다. 전통적으로, BMP의 골 형성 

능력은 쥐의 근육 내 매식이나 피하 조직 매식으로 평가해 왔다. rhBMP에 

대한 연구 중 rhBMP-4에 대한 연구는 아직 부족한 상태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흡수성 콜라겐 스폰지 (ACS)와 베타삼화인산칼슘염

(β-TCP)을 운반체로 하여 쥐의 등부 피하 조직에서 rhBMP-4 (0.05 

mg/ml)의 이소성 골 형성 유도 효과를 평가하고, rhBMP-4의 운반체로서 

ACS와  β-TCP를 비교 평가하고자 한다. 본 연구에서는 80마리의 웅성 백

서를 4개의 군으로 나누고, 피하 조직에 ACS, β-TCP, rhBMP-4/ACS, 

rhBMP-4/β-TCP를 매식하 다. 술후 2주와 8주에 실험 동물을 희생하고, 

조직학적으로 관찰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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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ACS와 β-TCP를 단독으로 매식한 군에서는 신생골의 형성을 보이지  

않았다.

  2. ACS를 운반체로 하여 rhBMP-4를 매식한 군에서는 술후 2주에 부분  

적으로 흡수된 ACS가 관찰되었고, 주로 ACS 외부에 높은 빈도의 신  

생골 형성 부위가 관찰되었다.

    술후 8주에는 ACS가 모두 흡수되어 관찰되지 않았고, 신생골 형성 

부위도 관찰되지 않았다.

  3. β-TCP를 운반체로 하여 rhBMP-4를 매식한 군에서는 술후 2주에 β  

-TCP 입자 사이에 신생골 형성 부위가 관찰되었으나, 빈도는 낮았다.

    술후 8주에는 β-TCP 입자 사이 및 입자 내로 다량의 층판골 양상의  

신생골 형성 부위가 관찰되었으나, 빈도는 낮았다. 

  이상의 결과에서 볼 때, 쥐의 피하 조직에서 rhBMP-4가 이소성 골 형

성을 유도할 수 있으며, ACS와 β-TCP 모두 운반체로서 유효하나, ACS는 

빠른 흡수로 인해 골 형성 초기 단계에서만 효과적인 운반체이고, 연조직

의 압력과 같은 공간 확보가 용이하지 않은 상황에서는 β-TCP가 더 효과

적인 운반체라고 사료된다.

핵심되는 말 : 골 형성 유도 단백질, 흡수성 콜라겐 스폰지 (ACS),

              베타삼화인산칼슘염 (β-TCP), 이소성 골 형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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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서 피하 조직에서 rhBMP-4와 운반체에 의한 

이소성 골 형성 효과

(지도 교수  조 규 성) 

연세대학교 대학원 치의학과 

김 준 일

I. 서    론

  선천적으로나 후천적으로 외상, 감염, 종양으로 인해 골 조직의 손상이 

있는 경우 골 조직 이식이 많이 이용되고 있다. 이러한 골 이식술에는 자

가골 이식, 동종골 이식, 이종골 이식, 골 대체물이 사용되고 있다. 골 손실

을 회복하기 위한 가장 좋은 방법은 자가골 이식이지만, 공급의 어려움, 이

차적인 수술 부위의 형성과 이로 인한 동통, 출혈, 지각 이상, 감염의 위험

이 있다. 이로 인해 다양한 골 이식재 및 골 대용 생체재료가 이용되고 있

으나, 이 재료들의 좋은 생체 적합성과 골 전도성에도 불구하고 골 유도 

능력의 결여로 인해 특히 골 결손 부위가 큰 경우에 만족할만한 골 조직 

재건이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가 있고, 질병 전이 혹은 숙주의 거부 반응 

등의 문제점이 보고되었다 (Yukna, 2000). 

  최근 들어 유전학 및 분자 생물학의 발전으로 인하여 골 조직 치유에 관여

하는 성장 인자라는 여러 물질들을 알아냄으로서, 골 조직 재생에 이용하게 

되었다 (Clark와 Henson, 1988). 이러한 성장 인자들 중 골 형성 유도 단백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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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one Morphogenetic Protein (BMP))은 다른 성장 인자 (platelet derived 

growth factor, transforming growth factor, insulin like growth factor)들은 

기존의 골 조직이나 골전구 세포가 있는 경우에만 골 형성을 유도하는데 비

해, 조골 세포나 연골모 세포로 분화될 수 있는 미분화 간엽 세포에 작용하

여 골 형성을 유도하는데 이러한 미분화 간엽 세포는 골 조직뿐만 아니라 근

육, 피하 조직, 지방 조직에도 모두 존재하기 때문에 뛰어난 골 형성 능력을 

보일 수 있으므로 현재 가장 각광받고 있다. 

  BMP는 Urist (1965)가 토끼와 쥐의 근육 내에 탈회골 기질을 매식한 표

본에서 신생골과 신생연골이 형성됨을 관찰하고,  탈회골 내에 미분화 간

엽 세포를 조골 세포나 연골모 세포로 분화하도록 유도하는 물질이 존재한

다는 가설을 제시하고 이 물질을 BMP로 명명함으로서 소개되었다. 이후 

BMP에 대한 다각적인 정제 노력 및 골 유도 능력이 보고되었으며 (Urist

등, 1982), Wang 등 (1988)은 소의 골에서 전기 동법을 이용하여 30kD

의 BMP를 식별해내어 BMP의 유전자 구조를 밝혀내고, BMP-1에서 

BMP-9까지 분리하 고, DNA 재조합 기술을 이용하여 인간 재조합 

BMP(recombinant human BMP)를 만들어냈으며, 생화학적 특징 및 아미

노산 배열을 알아냈다 (Wozney 등, 1988). BMP-1을 제외한 다른 BMP는 

아미노산의 배열에 있어 TGF-β와 30-40%가 동일하고, 삼차원적인 구조가 

비슷하여 TGF-β superfamily로 분류된다. 현재 약 20여개 이상의 BMP가 

발견되었고, 뛰어난 골 유도 능력이 보고되었으며, BMP-2, 4, 5, 6, 7은 비

슷한 수준의 골 유도 능력을 보인다고 알려져 있다 (Aldinger 등, 1991).

  이 중 적은 농도에서도 뛰어난 골 형성 유도 능력을 보이는 rhBMP-2에 

대한 많은 보고가 있었으나, rhBMP-2와 아미노산 서열이 비슷한 rhBMP-4

에 대한 연구는 아직 적은 편이다. rhBMP-4는 쥐의 대퇴골 골절 후 치유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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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한 연구에서 보면, 치유 과정에서 신생연골이나 신생골 형성 전 초기에 분

비되어 미분화 간엽 세포를 연골모 세포나 조골 세포로 분화시키는데 관여

하게 되는데, 성숙한 조골 세포에는 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알려져 있다 

(Jane 등, 2002).

  BMP 자체가 뛰어난 골 형성 유도 능력이 있으나 이것을 단독으로 적용

할 경우 초기에 주위 조직으로 너무 빠르게 흡수되어 농도를 유지할 수 없

고,  미세한 양으로 다루기 힘들다. 따라서 BMP를 적용할 때는 단독 사용

보다 삼차원적인 골격으로 기능할 수 있는 운반체를 이용함으로서 낮은 농

도를 사용할 수 있고, BMP의 농도를 유지하고, 또한 점진적으로 천천히 

BMP를 유리하며,  BMP에 반응하는 간엽 세포의 분화와 증식 및 화학 주

성 등의 효과를 유도할 수 있다 (Lindholm 등, 1993; Murata 등, 2002). 

  이러한 운반체로 이용될 수 있는 많은 재료들이 소개되었고, 많은 연구

들이 시행되었지만, 동물들간의 치유 능력과 같은 종의 동물이라도 나이에 

따른 치유 능력의 차이 등 실험 동물들간의 차이, BMP 용액의 농도의 차

이, 운반체에의 적용 방법의 차이 등 여러 변수들에 의해 이상적인 운반체

로 결론지을 수 있는 재료는 아직 없는 상태이다.

  이 중 동물로부터 추출한 액상 상태 및 동결 건조된 상태인 1형 collagen이 

운반체로서 가장 광범위하게 연구되어 왔고, 임상적으로 사용 가능성이 가장 

많이 제시되었다. Omura 등 (1998)은 rhBMP-2를 atelocollagen sponge를 운

반체로 하여 쥐의 피하 조직에 매식시 이소성 골 형성을 보고하 고, 

Kusmoto 등 (1997)도 atelocollagen sponge를 운반체로 하여 rhBMP-2를 쥐

의 근육에 매식시 4주 후 이소성 골 형성을 보고하 다. 또한 Nevins 등 

(1996)은 양에서 rhBMP-2를 ACS를 운반체로 하여 상악동 거상술에 사용시 

다른 합병증 없이 상당량의 골 형성을 보고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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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지만 collagen을 실제로 임상 적용할 경우 초기에 너무 빨리 흡수가 

일어나 골 형성 초기 단계에만 유효하고, 골 형성을 위해 중요한 공간 확

보를 용이하게 이루어내기 위한 기계적 강도에는 한계가 있다. 

  골과 유사한 화학적 구조와 결정 구조를 가져 골 대체물로 이용되기 시작

한 calcium phosphate는 골 전도성이 뛰어나고, 직접 골 조직과 결합하는 장

점을 가지고 있으며, 생 흡수되며, 골 형성을 위한 공간 확보가 가능하며, 적

절하고 다양한 크기의 다공성 구조로 이루어져 있어 BMP의 운반체로 가능

성이 제시되고 있다 (Alam 등, 2001; Gao 등, 1996; Niedhart 등, 2003).

  rhBMP-2를 calcium phosphate를 운반체로 하여 동물 실험한 보고들을 보

면, Urist 등 (1999)은 개에서 외과적으로 형성한 14mm의 골 결손부에 

rhBMP-2와  β-TCP 디스크 매식시 4개월 후에 소주골이 형성됐음을 보고

하 고, Kamegai 등 (1994)은 쥐의 대퇴골 골절 치유 모형에서 self-setting 

apatite cement을 운반체로 하여, Omura 등 (1998)은 β-TCP cement를 운반

체로 하여 rhBMP-2를 매식시 대퇴골 골절 부위에서 충분한 압축 및 인장 

강도를 보이는 골 재생을 보고하 다. 또한, Wu 등 (1984)은 쥐의 근육 내에  

β-TCP를 구 형태로 제작하여 매식시 3주 후에 이소성 골 형성을 보고하

다.

  또한, 항원성을 줄이기 위해 여러 처치를 하지만 collagen을 인간에서 사용

시 동물로부터 추출한 물질이므로 질병 전이나 예견치 못한 면역 반응이나 

염증 반응을 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polylactic acid polymer (Heckman 등, 

1991), polylactic-polyglycolic polymer (Saito 등, 2001; Yokota 등, 2002), 

synthetic thermoreversible polymer (Gao 등, 1997; Saito 등, 2003)와 같은 

합성 중합체에 대한 연구도 많이 진행되어 왔다. 

  어떤 생체 재료의 골 유도 능력을 평가하기 위해서는 골이 존재하는 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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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멀리 떨어진 이소성 부위에서의 골 형성 여부가 포함된다. 전통적으로, 

BMP의 골 형성 능력은 쥐의 근육 내 매식이나 피하 조직 매식으로 평가

해왔다 (Damien 등, 1993). Wang 등 (1997)은 쥐의 피하조직에 rhBMP-2

를 demineralized bone matrix를 운반체로 하여 매식시 내연골성 골화 과

정을 통한 연골과 골의 형성을 보고했고, Isobe 등 (1999)은 쥐의 대퇴 근

육부위에서 rhBMP-2를 PLGA를 운반체로 하여 매식시 연골과 골을 형성

을 보고했다. 

  따라서 본 연구는 아직 골 유도 능력의 평가가 미미한 rhBMP-4를 ACS

와 β-TCP를 운반체로 하여 쥐의 피하 조직에 매식하여 이소성 골 형성 

능력을 평가하고, 두 가지 운반체간의 차이에 대해 다소의 지견을 얻었기

에 보고하는 바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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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 연구 재료 및 방법

가. 연구 재료

  

  1.  실험 동물

  본 연구에서는 총 80마리의 200-300그람의 웅성 백서 (Sprague-Dawley 

rats)를 사용하 다. 실험 동물 선정과 관리, 외과적 처치시의 기준은 연세 

임상의학연구센터의 지침에 따랐다.

  2.  실험 재료

  실험 재료로는 rhBMP-4■ (0.05 mg/ml), 흡수성 콜라겐 스폰지 (ACS★, 

Collatape
Ⓡ
, 5×5 mm), 베타삼화인산칼슘염 (β-TCP◆, Cerasorb

Ⓡ
, 150-500

㎛)을 사용하 다.

  rhBMP-4/ACS군에서는 멸균 상태의 5ｘ5mm ACS를 0.1ml의 rhBMP-4 

용액에 5분간 적신 후 사용하 고, rhBMP-4/β-TCP군에서는 150-500 ㎛의 

크기를 가진 β-TCP 입자 0.1g을 0.1ml의 rhBMP-4 용액에 5분간 적신 후 

사용하 다.

나. 연구 방법

  1.  외과적 처치

  실험 동물은 Ketamine hydrochloride♥ (KetalarⓇ)를 족근 정맥에 주사하

여 전신 마취 시키고, 수술 부위는 2 % 리도카인▶ (1 : 10만 에피네프린 함

유)으로 침윤 마취하 다. 쥐의 등부의 털을 깍고 iodine으로 소독한 후 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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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부에 8 mm의 절개를 시행한 후 피부 조직 하부에 각 군별로 10마리씩 이

식 재료를 매식한 후 4-0 coated Vicryl violet♠으로 봉합하 다. 

  2.  실험군 설정

실험군 처 치

rhBMP-4/ACS군  

rhBMP-4/β-TCP군

ACS군

β-TCP군          

rhBMP-4용액을 적신 ACS를 매식

rhBMP-4용액을 적신 β-TCP를 매식

ACS만 매식

β-TCP만 매식

<표 1> 실험군 

  3.  조직학적 관찰

  실험 동물을 술후 2주와 8주에 희생시키고, 실험 부위를 적출하 다. 적

출 부위를 10 % 중성 포르말린에 10일간 고정시킨 후, 7일간 EDTA-HCl

로 탈회시킨 후, 통법에 따라 paraffin 포매하여, 3㎛ 두께로 실험 부위 중

간을 절편을 만든 후, hematoxyline-eosin으로 염색한 후 광학 현미경으로 

관찰하 다.

■ R&D Systems Inc., Minneapolis, MN

★ CollatapeⓇ, Calcitek, Carlbad, CA

◆ CerasorbⓇ, 150-500 ㎛, Curasan, Lindigstrasse, Kleinotheim

♥ KetalarⓇ, Yuhan Co., Seoul, Korea

▶ 2 % lidocaine, 1:100,000 epinephrine, Kwangmyung Pharm., Seoul, Korea

♠ Polyglactin 910Ⓡ, braided absorbable suture, Ethicon, Johnson & Johnson 

Int., Edinburgh, U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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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I. 연구 성적

 

가. 조직학적 관찰

  1.  ACS 군

  술후 2주 소견을 보면, 약간 흡수가 일어난 ACS가 관찰되었으며, 결합 

조직에 의해 둘러싸인 양상이었으며, 다수의 거대 세포가 관찰되었고, 신생

골은 형성되지 않았다. (사진부도 1, 1-1)

  술후 8주 소견을 보면, ACS가 모두 흡수가 일어나, 모든 표본에서 ACS

를 관찰할 수 없었고, 신생골은 형성되지 않았다. (사진부도 2)

  2.  rhBMP-4/ACS 군

  술후 2주 소견을 보면, ACS가 흡수된 양상을 보 으며, 주로 ACS 외부

에서 높은 빈도로 조골 세포를 가지는 신생골이 관찰되었으며, ACS 섬유 

내에서도 신생골이 관찰되었으나 빈도가 적었고, ACS 섬유 내로의 결합 

조직의 유입이 적었고, 다수의 거대 세포가 관찰되었다. (사진부도 3, 3-1)

  술후 8주 소견을 보면, 어느 표본에서도 2주에 형성되었던 신생골을 찾아볼 

수 없었으며, ACS를 단독으로 매식한 8주 소견과 유사하 다. (사진부도 4)

  3.  β-TCP 군

  술후 2주 소견을 보면, 거의 흡수되지 않은  β-TCP 입자들이 관찰되었으

며, 입자 주위와 사이로 결합 조직 및 혈관 조직이 자라 들어와 있으며, 다수

의 거대 세포가 관찰되었고, 신생골은 형성되지 않았다. (사진부도 5, 5-1)

  술후 8주 소견을 보면, 2주에 비해 더 흡수가 일어난  β-TCP 입자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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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찰되었으며, 2주 소견과 유사한 양상을 보 다. (사진부도 6, 6-1)

  4.  rhBMP-4/β-TCP군

  술후 2주 소견을 보면, 거의 흡수되지 않은 β-TCP 입자들이 관찰되었으

며, 조골 세포를 가지는 신생골이 주로 β-TCP 입자 사이에서 관찰되었고, 

형성된 신생골의 양과 빈도는 rhBMP-4/ACS보다 적었다. 다수의 거대 세

포가 관찰되었으며, 입자 사이뿐만 아니라 입자 내로 치 한 결합 조직의 

유입이 관찰되었다. (사진부도7, 7-1)

  술후 8주 소견을 보면, 2주에 비해 흡수가 많이 일어난  β-TCP 입자들

이 관찰되었으며, 입자 사이 및 입자 내로 층판골 양상의 골소강내에 골 세

포를 가지는 다량의 신생골 형성이 관찰되었으나 빈도는 적었다. 신생골은 

조골 세포를 가지는 미성숙한 골과 골세포를 가지는 성숙한 골이 혼재되어 

있는 양상이었으며, 조골 세포 주위로 골질을 분비하고 있는 조골 세포도 

관찰되었다.  신생골 형성 부위는 형성된 신생골에 의해  β-TCP 입자가 

묻혀 있는 양상이었고, 결합 조직의 개입은 없었다. 혈관 조직도 자라 들어

와 있었으며, 골수와 같은 구조는 관찰할 수 없었다. (사진부도 8, 8-1)

나. 실험 동물에서 신생골이 형성된 빈도

                           (신생골이 형성된 표본수/총 표본수)

술후 2주 술후 8주

rhBMP-4/ACS군  

rhBMP-4/β-TCP군

ACS군 

β-TCP군

8/9 

2/10

0/10

0/10 

0/9

3/8

0/10

0/10

<표 2> 신생골의 형성 빈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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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V. 총괄 및 고찰

  BMP중 지금까지는 rhBMP-2가 낮은 농도에서도 골 형성 유도 능력이 

뛰어나 이에 대한 많은 연구가 있었다. rhBMP계는 유사한 아미노산 서열

을 갖고 있고, 공통적으로 골 전도성을 나타낼 수 있는 수용체를 함유하고 

있는 7-cysteine기를 가지고 있는데, rhBMP-4는 rhBMP-2와 7-cysteine기

가 92 %가 동일하는 등 가장 많이 유사성을 가지고 있는데(Kusmoto 등, 

1997a), 아직 이 rhBMP-4에 대한 연구는 미약한 편이다(Kim CS 등, 2002).

  BMP 자체가 뛰어난 골 형성 유도 능력이 있으나 이것을 단독으로 적용

할 경우 초기에 주위 조직으로 너무 빠르게 흡수되어 농도를 유지할 수 없

고,  미세한 양으로 다루기 힘들다. 따라서 BMP를 적용할 때는 단독 사용

보다 삼차원적인 골격으로 기능할 수 있는 운반체를 이용함으로서 낮은 농

도를 사용할 수 있고, BMP의 농도를 유지하고, 또한 점진적으로 천천히 

BMP를 유리하며,  BMP에 반응하는 간엽 세포의 분화와 증식 및 화학 주

성 등의 효과를 유도할 수 있다 (Lindholm 등, 1993; Murata 등, 2002 ). 

  이러한 운반체로는 collagen (Fusimura 등, 1995), demineralized bone 

matrix (Kawamura 등, 1988), hydroxyapatite (Koempel 등, 1998; Noshi 등, 

2000), titanium (Kawai 등, 1993), gelatin sponge (Isaksson 등, 1993), 

tricalcium phosphate (Alam 등, 2001), polylactic acid polymer (Heckman 등, 

1991), polylactic-polyglycolic polymer (Saito 등, 2001; Yokota 등, 2002), 

synthetic thermoreversible polymer (Gao 등, 1997; Saito 등, 2003)등이 보고

되었다. 하지만, 아직까진 모든 조건을 만족시키는 이상적인 운반체는 아직 

밝혀지지 않은 상태이며, 다양한 운반체들의 효과에 대한 여러 연구들에서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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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적인 운반체라고 결론을 내기에는 사용한 동물의 종류, 부위의 차이, 농도

의 차이 등 실험 디자인의 차이와 BMP의 운반체에 대한 결합력 및 친화력의 

차이 등 여러 가지 변수들로 인해 어려움이 있다.

  전통적으로는 이소성 골 형성을 위한 동물 실험에서 demineralized bone 

matrix가 운반체로 사용되어졌는데, 이는 demineralized bone matrix가 

BMP와 결합할 수 있고, 골 유도능이 있는 간엽 세포가 부착되고, 증식하며, 

분화될 수 있는 자연적인 기질로 여겨졌기 때문이다. Demineralized bone 

matrix가 효과적인 운반체이긴 하나 숙주 조직에 항원성을 보일 수 있고, 충

분한 양을 얻을 수 없고, 멸균에도 많은 문제가 있다. Pure titanium이나 

hydroxyapatite도 운반체로 사용되어졌으나 이것들은 흡수되지 않아 만성 

염증을 유발할 수 있다. 따라서 면역 반응을 일으키지 않고, 대량 생산이 가

능하며, 멸균이 가능한 생 흡수되는 운반체가 선호되어진다. 이러한 생 흡수

되는 운반체로 collagen이 많은 실험실, 생체 실험에서 연구되어졌다. 

  이러한 collagen을 주원료로 하는 합성물질들은 Yannas와 Burke (1980)에 

의해 처음 개발되었고, 이후 항원성을 줄이고, 세포 반응을 증진시키는 구조

로 하기 위해 변형이 이루어졌다.  Collagen 분자 중 non-helical telopeptide 

부분이 강한 항원성을 보이는 부분인데 1형 collagen을 펩신으로 처리하여 

이를 불활성시킨 atelocollgen의 액상 혹은 동결 건조된 형태가 운반체로 많

이 연구되어졌다.

  Fujimura 등 (1995)은 쥐의 피하 조직에서 rhBMP-2와 atelocollagen 적용

시 2 ㎍의 적은 농도에서도 이소성 골 형성을 보고하 고, Okubo 등 (2000a, 

2000b)은 쥐의 근육 사이, 근육 내, 피하 조직, 지방 조직내에서 atelocollagen

을 운반체로 하여 rhBMP-2를 매식시  3주 후의 관찰에서 이소성 골 형성과 

그 양의 차이를 보고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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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한 collagen은 용해성을 줄이기 위해 hexamethylene diisothiocyanate

로 교차 결합시키게 되는데 이것이 숙주 세포 반응에 독성을 야기할 수 있

다. 최근에는 1형 atelocollagen에 DNA를 처리하여 교차 결합을 시킨 합성

물질이 소개되었는데, 이는 기존의 1형 atelocollagen에 비해 운반체로 사

용시 막성 골화 과정에 의한 직접 골 형성이 많이 관찰되었는데 (Murata 

등, 2002), 이는 DNA로 처리시 교차 결합된 교원질 섬유의 크기가 더 커

져 모세 혈관의 유입이 증가하여 이로 인한 산소 분압의 증가와 간엽 세포

의 증가 때문이다.

  그러나 이러한 collagen은 다루기 쉬우나, 흡수가 빨라 골 유도 형성 초

기 단계에서만 유용하고, 실제 임상에서 적용시 가장 중요한 공간 확보를 

하기에는 기계적 강도가 결여되어 있다.

  운반체는 또한 생역학적 안정성 (biomechanical stability), 골 전도성 

(osteoconductivity), 생활성 (bioactivity)을 가져야 하며, 가공과 성형이 용이

해야 하며, 결손부내로 적용이 용이해야 하고, 형성될 골의 외형을 유지할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해야 하며, 골 형성이 이루어지고 나면 완전히 흡수되어야 

한다.

  골과 유사한 화학적 구조와 결정 구조를 가져 골 대체물로 이용되기 시작

한 TCP (tricalcium phosphate)는 골 전도성이 뛰어나고, 직접 골 조직과 결

합하는 장점을 가지고 있으며, 생 흡수되며, 골 형성을 위한 공간 확보가 가

능하며, 적절하고 다양한 크기의 다공성 구조로 이루어져 있어 BMP의 운반

체로 이용되어졌다 (Alam 등, 2001; Gao 등, 1996; Niedhart 등, 2003). 

  본 연구에서는 ACS와 β-TCP를 운반체로 사용하 다. ACS는 소의 

deep flexor tendon으로 만들어진 것으로, 흰색이고, 유연하고, 부스러지지 

않는 재료로, 주로 창상의 지혈을 위해 사용되어진다. 본 연구에서 사용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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β-TCP(Cerasorb
Ⓡ
)는 β 변형으로 순도 99 % 이상으로 제조된 것으로 6개

월부터 세라믹의 완전 흡수가 일어난다. 

  본 연구 결과 ACS와 β-TCP 단독으로 피하 조직에 매식한 경우에는 신

생골이 형성되지 않았으나, rhBMP-4를 적셔서 매식한 경우는 신생골이 

형성되었는데, 이는 rhBMP-4가 쥐의 피하 조직에서 이소성 골 형성 능력

을 가지며, ACS와 β-TCP 모두 운반체로서 유효하다는 것을 보여준다.

  ACS와 β-TCP를 운반체로 사용하여 rhBMP-4를 매식시 술후 2주에는 

양쪽 모두에서 이소성 골 형성이 일어났으나, 술후 8주에는 β-TCP를 운반

체로 사용한 경우만 이소성 골 형성이 일어났다. 신생골 형성의 빈도를 보

면 rhBMP-4/ACS군에서는 술후 2주에는 총 9개의 표본 중 8개에서 신생

골 형성 부위가 관찰되었고, rhBMP-4/β-TCP군에서는 술후 2주에는 총 

10개의 표본 중 2개에서, 술후 8주에는 총 8개의 표본 중 3개에서 신생골 

형성 부위가 관찰되었다. 군별로 10마리씩 실험했는데, 총 표본수의 차이는 

실험 동물의 사망과 표본 제작 과정의 오류에 의한 것이다.  

  지금까지의 연구는 대부분 ACS를 운반체로 이용한 것이었는데, 많은 동

물 실험 연구에서 골절부 (Seto 등, 2001), 골 결손부 (Okubo 등, 2000b), 

상악동하 증강술 (Nevins 등, 1996), 치주 질환 (Choi SH 등, 2002), 이소

성 골 형성에서 rhBMP-2의 효과적인 운반체로서 보고되어졌다. 

  rhBMP/운반체 매식체를 식립시 이식 부위와는 상관없이 rhBMP는 초기

의 몇 시간내에서 급격한 유리와 그 이후 이차적으로 점진적인 유리가 일어

나게 되는데, 초기의 급격한 유리는 BMP에 반응하는 미분화 간엽 세포에 대

해 세포 분화 및 분열을 위한 신호로서 작용하여, 매식체 주위 및 매식체 내

로 간엽 세포를 모으게 되고, 이차적인 유리는 매식 부위에서 모인 간엽 세

포를 조골 세포나 연골모 세포로 분화시키고, 이러한 세포들에 의한 골 생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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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유도한다 (Uludag 등, 1999a). 이러한 단백질의 유리 및 매식체 내에서의 

잔류 시간 및 잔류 농도 등 rhBMP의 약동학 (pharmacokinetics)은 골 형성 

유도에 있어 중요한 사항이다 (Uludag 등, 1999b).

   단백질은 고유의 등전점 (isoelectric point)을 가지게 되는데, 이 등전점이

란 단백질과 같은 양쪽성 전해질에서 전하가 0이 되는 pH로서, 생체 조직이

란 등전점이 다른 많은 아미노산 단백질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전하 상태가 복잡해지고, pH가 생명현상에 큰 향을 미치는 것은 세포 내 

단백질의 전하를 변화시켜 세포의 여러 기능에 변동을 주기 때문이다.

  rhBMP-4와 rhBMP-2는 N-terminus에서는 다른 아미노산 배열을 가지나, 

거의 유사한 아미노산 서열을 보인다. 그러나, 두 단백질은 고유의 다른 등전

점을 가진다. rhBMP-2는 8.5-9.0, rhBMP-4는 5.0-7.0으로 알려져 있다. 

rhBMP-4의 등전점이 낮은 것은 N-terminus에서의 아미노산의 차이 때문이 

아니라 sialic acid residue 때문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러한 등전점은 약동

학적 관점에서 볼 때 중요한 고려 사항으로, 등전점이 낮을수록 생체 환경에

서 용해도가 더 크다. 또한 ACS와 같이 세포 접착성이 우수한 재료를 운반체

로 사용시 ACS는 rhBMP와 결합함으로서 운반체로서의 기능을 하게 되는데, 

이러한 등전점은 ACS와의 결합능에도 향을 미치게 된다. ACS는 등전점이 

5.1로서 음전하를 띄는 residue가 많은 상태이기 때문에 등전점이 8.5-9.0으로 

양전하를 띄는 residue가 많은 rhBMP-2가 rhBMP-4보다 ACS에 대한 결합

능이 뛰어나다. 이러한 결합능은 잔류 농도 검사로 유추하는데 실험적으로 

rhBMP-2를 succinylation시켜 등전점을 2.5-3.0으로 낮춘 rhBMP-2와 비교

시 원래의 BMP-2가 약 100배가 많은 잔류 농도를 보 다 (Uludag 등, 2000, 

2001a, 2001b).  rhBMP-2와 rhBMP-4를 비교시에는 약 3-4배 정도 잔류 농

도의 차이를 보이기 때문에 골 형성을 위한 임계 농도의 결정시 이 점이 고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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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어야 할 것이다. Uludag등에 의하면 쥐의 피하 조직에 14×14mm ACS를 

0.2ml의 rhBMP 용액에 10분간 적셔서 매식시 rhBMP-2에서는 15 ㎍의 농도

에서 가장 많은 골이 유도될 수 있고, rhBMP-4에서는 최소 45㎍이상에서 골 

형성이 일어났다고 보고했다 (Uludag 등, 1999b). 본 연구에서는 50 ㎍의 

rhBMP-4 용액을 사용했는데, 동일한 결과의 이소성 골 형성이 이루어졌다.

  골 형성 유도를 이루어내려면 유도를 이루어낼 수 있는 농도를 유지하는

게 중요하다. 특히 초기에 급격한 유리가 일어나기 때문에 초기에 매식 부

위에서 유리 후 농도 유지가 중요하다. 이러한 것은 단백질 자체의 특질뿐

만 아니라 운반체의 성질, 운반체와 단백질간의 관계, 단백질의 운반체에의 

적용 방법에 의해서도 향을 받는다 (Oda 등, 1997; Tsuruga 등, 1997) .

  ACS와 같은 collagen 종류의 운반체와 β-TCP와 같은 ceramic 종류의 운

반체를 비교시, ACS는 BMP와의 결합 능력이 있고, β-TCP는 BMP와 결합

하는 것이 아니라 소공 내에 BMP를 함유함으로써 운반체로서의 기능을 하

는 것이기 때문에, 매식 초기에 BMP의 유지 능력은 ACS가 훨씬 뛰어나다. 

하지만, 반감기와 잔류 지속 농도는 β-TCP가 더 길고 많다 (Uludag 등, 

2000). 본 연구에서 보면 2주째에 rhBMP-4/ACS군에서 rhBMP-4/β-TCP

군보다 신생골의 형성 양과 빈도가 높았는데, 이는 ACS가 초기에 더 많은 

rhBMP-4 용액의 농도를 유지했기 때문이라고 생각된다. 

  Friess 등(1999, 2001)은 ACS를 운반체로 사용시 rhBMP-2의 적용 방법이 

농도 유지에 미치는 향에 대한 보고를 했는데, 이러한 ACS에 rhBMP-2를 

적용시 적시는 시간과 ACS의 양 및 무게가 중요하다고 보고했다. 적시는 시

간을 증가시킬수록 결합 양이 증가하게 되는데, 이것은 시간 의존적인 효과

와 함께 시간이 지남에 따라 rhBMP-2 용액이 증발하여 이온의 침착이 증가

하고 이로 인해 pH가 증가하게 되는데, pH가 증가할수록 ACS와 rhBMP-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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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결합 양이 많아지게 되는 상승 효과에 의한 것이다.  또한 ACS의 양과 

무게를 늘리는 것이 중요한데 이는 rhBMP-2와 결합되는 ACS의 부위가 많

아지게 되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충분한 양과 무게의 ACS를 사용하면 5

분 정도  적시는 시간만으로도 90 % 이상 결합이 일어난다고 했다. 

  그러나 이소성 골 형성을 위한 동물 실험에서 ACS를 운반체로 이용시 

ACS를 적셔서 사용하기 보다는 대부분에서 용액 상태의 collagen과 BMP-2 

용액을 섞은 후 이를 동결 건조시킨 후 구나 디스크, 블록과 같은 형태로 만

들어서 사용했는데, 이렇게 하는 것이 농도 유지에 더 유리해 보인다. 

  쥐의 피하 조직에서 rhBMP-2를 ACS를 운반체로 하여 이소성 골 형성을 

실험한 연구들을 보면 Okubo 등 (2000a)과 Fusimura 등 (1995)은 5 ㎍의 

적은 농도에서도 3주 후에 관찰시 골 형성이 일어난다고 했는데, rhBMP-2

를 ACS에 적셔서 사용한 것이 아니라, 액상 상태의 collagen과 rhBMP-2 

용액을 섞은 후 이를 디스크 형태로 동결 건조한 후 매식한 것이었다. 

Murata 등(2002)은 블록 형태로 만들어 쥐의 피하 조직에 이식한 연구에서 

25 ㎍, 50 ㎍에서도 골 형성이 유도되지만, 100 ㎍의 rhBMP-2 농도가 예측 

가능하게 골 형성을 유도한다고 보고했다. 몇 가지 연구에서 보듯이 어떠한 

농도가 적절한 농도인지 아직 단정할 수 없는 상태이다. 

  또한, 이식 부위에 따른 차이가 중요 고려 사항이다. Ahn 등 (2003)의 

연구를 보면 본 연구와 같은 방법으로 rhBMP-4/ACS와 rhBMP-4/β-TCP

를 쥐의 두개골 결손부에 적용시 두 군 모두에서 2주와 8주에서 상당량의 

골 형성이 관찰되었는데, 이는 이식 부위에 따라 골 형성의 차이가 있을 

수 있음을 말해준다. 외과적으로 형성된 임계 골 결손부는 자연 치유되지

는 않지만 결손부 변연에 이미 수많은 조골 세포들이 존재하고 있고, 또한 

골막도 존재하기 때문에 피하 조직보다 우수한 신생골 형성이 일어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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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  또한 Mainous 등 (1975)이 혈액 공급에 의해 직접적으로 향을 받

는 부분 산소 분압이 증가할수록 조직 내에서 조골 세포로의 분화가 증가

한다고 보고했는데, 상대적으로 혈류량이 적은 피하 조직은 이소성 골 형

성 능력이 떨어질 수 있다.

  본 연구에서 rhBMP-4/ACS군에서 8주에서는 신생골을 관찰할 수 없었다. 

골 형성에 있어 공간 유지가 중요한 요소이다. Barboza 등 (1999)은 성견 잡

종에서 만성 3급 치조 융선 결손을 rhBMP-2/ACS와 rhBMP-2/ACS/HA를 

매식하여 골 형성 유도를 비교했는데, ACS로 매식한 부위에서는 제한된 치

조 융선의 증가만을 보 고, ACS와 HA를 같이 매식한 부위에서는 적절한 

정도의 치조 융선의 증가를 보 다. 이것은 ACS가 치은치조점막 판막에 눌

려 공간 확보가 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Sigurdsson 등 (1997)은 비 견에서 

만성 3급 치조 융선 결손을 임프란트를 이용하여 공간을 확보한 후 

rhBMP-2 / ACS를 매식시 치조 융선의 증가를 보고하 다. 이러한 공간 확

보의 문제로 인해 rhBMP-4에 대한 결합 능력 및 초기 농도 유지가 우수한 

ACS에 의해 초기 2주에 신생골이 형성됐으나, 너무 빨리 ACS가 흡수되어 

골화 과정을 유지할 수 있는 공간이 없었기 때문에 형성된 신생골이 모두 거

대 세포에 의해 흡수되었으라고 생각된다. 또한 상대적으로 골 형성에 불리

한 피하 조직이었기 때문에 Ahn 등 (2003)의 연구와는 다른 결과를 보인다

고 생각된다. 지금까지의 ACS를 운반체로 한 이소성 골 형성의 연구들은 주

로 4주 이내의 것들이었는데,  2주와 8주 사이의 기간에 대한 연구가 더 필요

하리라 생각된다. 또한 조골 세포의 활성도를 나타내는 alkaline phosphatase

의 활성도나 (Price 등, 1980; Woldarski와 Reddi, 1986), 골의 존재 여부를 

알 수 있는 osteocalcin,  osteopontin의 측정 (Weinreb 등, 1990)등 생화학적 

지표에 대한 연구도 병행하여 이번 연구 결과를 검증하는 것도 유용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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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면, rhBMP-4/β-TCP군에서는 술후 8주에서 상당량의 신생골 형성이 

관찰되었다. 형성된 신생골은 조골 세포가 관찰되는 미성숙한 골과 골 세

포가 관찰되는 성숙한 골이 혼재되어 있는 상태로, 이는 8주에도 골 형성

을 유도할 수 있는 rhBMP-4의 농도와 골이 형성될 수 있는 공간이 유지

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본 연구결과 ACS와 β-TCP가 rhBMP-4의 운반체로서 이소성 골 형성을 

유도했지만, β-TCP가 더 우수한 신생골 형성을 유도했다. 특히 입자 사이

뿐만 아니라 입자 내에서의 신생골 형성은 장력을 많이 받는 부위에서의 사

용 가능성을 제시한다고 할 수 있겠다. 지금까지 많은 연구에서 ACS가 운

반체로서의 효용성이 강조되었는데, 본 연구 결과 β-TCP도 운반체로서의 

충분한 가능성이 있다고 사료된다. 이는 임상 적용시 공간 확보가 필수적인 

치조골 증대나 임프란트 시술시 유용하게 적용될 수 있으리라 보인다. 그러

나, rhBMP-4의 효과적인 농도, 형태와 양 등의 운반체의 다양한 적용 방법, 

조사 기간의 세분화, 공간 확보 여부에 따른 차이, 부위별에 대한 차이, 운

반체의 흡수도에 따른 차이 등에 대한  더 많은 연구가 필요하리라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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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 결  론

  본 연구는 쥐의 피하 조직에서 흡수성 콜라겐 스폰지 (Absorbable 

Collagen Sponge (ACS), Collatape
Ⓡ
)와 베타삼화인산칼슘염 (β-Tricalcium 

Phosphate (β-TCP), CerasorbⓇ)를 운반체로 하여 0.05 mg/ml 농도의 

rhBMP-4를 매식하여, rhBMP-4의 이소성 골 형성 유도 능력 및 두 가지 운

반체의 효과를 평가하기 위해 실시하 다. 실험군은 ACS만 매식한 군, β

-TCP만 매식한 군, ACS를 운반체로 하여 rhBMP-4를 매식한 군, β-TCP를 

운반체로 하여 rhBMP-4를 매식한 군으로 나누어 웅성 백서 (Sprague- 

Dawley rats) 각각 10마리씩 총 80마리를 실험하 다. 술후 2주와 8주에 실

험 동물을 희생하고, 조직학적으로 관찰하여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었다.

  1. ACS와 β-TCP를 단독으로 매식한 군에서는 신생골의 형성을 보이지  

    않았다.

  2. ACS를 운반체로 하여 rhBMP-4를 매식한 군에서는 술후 2주에 부분  

    적으로 흡수된 ACS가 관찰되었고, 주로 ACS 외부에 높은 빈도의 신  

    생골 형성 부위가 관찰되었다.

    술후 8주에는 ACS가 모두 흡수되어 관찰되지 않았고, 신생골 형성 부  

    위도 관찰되지 않았다.

  3. β-TCP를 운반체로 하여 rhBMP-4를 매식한 군에서는 술후 2주에 β  

    -TCP 입자 사이에 신생골 형성 부위가 관찰되었으나, 빈도는 낮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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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술후 8주에는 β-TCP 입자 사이 및 입자 내로 다량의 층판골 양상의  

    신생골 형성 부위가 관찰되었으나, 빈도는 낮았다. 

  이상의 결과에서 볼 때, 쥐의 피하 조직에서 rhBMP-4가 이소성 골 형

성을 유도할 수 있으며, ACS와 β-TCP 모두 운반체로서 유효하나, ACS는 

빠른 흡수로 인해 골 형성 초기 단계에서만 효과적인 운반체이고, 연조직

의 압력과 같은 공간 확보가 용이하지 않은 상황에서는 β-TCP가 더 효과

적인 운반체라고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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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부도 설명

사진부도 1. ACS만 매식한 술후 2주 조직학적 소견 (H-E×40)

         약간 흡수가 일어난 ACS가 관찰되며, 결합 조직에 의해 둘러싸

인 양상이다.

사진부도 1-1. ACS만 매식한 술후 2주 조직학적 소견 (H-E×400)

         다수의 거대 세포가 관찰되며, 신생골은 관찰되지 않는다.

사진부도 2. ACS만 매식한 술후 8주 조직학적 소견 (H-E×40)

         ACS가 완전히 흡수되었고, 신생골은 관찰되지 않는다.

사진부도 3. rhBMP-4/ACS 술후 2주 조직학적 소견 (H-E×40)

         주로 ACS 섬유 외부에서 신생골 형성이 관찰된다.

사진부도 3-1. rhBMP-4/ACS 술후 2주 조직학적 소견 (H-E×400)

         조골 세포를 가지는 신생골과 다수의 거대 세포가 관찰된다.

사진부도 4. rhBMP-4/ACS 술후 8주 조직학적 소견 (H-E×40)

         ACS가 완전히 흡수되었고, 신생골 형성 부위를 관찰할 수 없다.

사진부도 5. β-TCP만 매식한 술후 2주 조직학적 소견 (H-E×40)

         거의 흡수되지 않은 β-TCP 입자들이 관찰된다.

사진부도 5-1. β-TCP만 매식한 술후 2주 조직학적 소견 (H-E×400)

         β-TCP 입자 주위와 사이로 결합 조직 및 다수의 거대 세포가 

관찰된다.

사진부도 6. β-TCP만 매식한 술후 8주 조직학적 소견 (H-E×40)

         2주에 비해 더 흡수가 일어난 β-TCP 입자들이 관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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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부도 6-1. β-TCP만 매식한 술후 8주 조직학적 소견 (H-E×400)

         β-TCP 입자 주위와 사이로 결합 조직 및 다수의 거대 세포가 

관찰된다.

사진부도 7. rhBMP-4/β-TCP 술후 2주 조직학적 소견 (H-E×40)

         β-TCP 입자 사이에 신생골 형성 부위가 관찰된다. 

사진부도 7-1. rhBMP-4/β-TCP 술후 2주 조직학적 소견 (H-E×400)

         조골 세포를 가지는 신생골이 형성됐고, 다수의 거대 세포가 관

찰된다.

사진부도 8. rhBMP-4/β-TCP 술후 8주 조직학적 소견 (H-E×40)

         β-TCP 입자 사이 및 입자 내로 층판골 양상의 다량의 신생골 

형성 부위가 관찰된다. 

사진부도 8-1. rhBMP-4/β-TCP 술후 8주 조직학적 소견 (H-E×400)

         신생골은 조골 세포를 가지는 미성숙한 골과 골소강 내에 골 세

포를 가지는 성숙한 골이 혼재되어 있는 양상이며, 조골 세포 주

위로 골질을 분비하고 있는 조골 세포도 관찰된다.

M : 근육  S : 피부 조직  CT : 결합 조직  NB : 신생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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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부도 (1)

 사진부도 1 ACS 2주 (×40)           사진부도 1-1 ACS 2주 (×400)

      사진부도 2 ACS 8주 (×40)        사진부도 3 rhBMP-4/ACS 2주 (×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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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부도 (2)

사진부도 3-1 rhBMP-4/ACS 2주 (×400)    사진부도 4 rhBMP-4/ACS 8주 (×40)  

사진부도 5 β-TCP 2주 (×40)        사진부도 5-1 β-TCP 2주 (×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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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부도 (3)

사진부도 6 β-TCP 8주 (×40)         사진부도 6-1 β-TCP 8주 (×400)

사진부도 7 rhBMP-4/β-TCP 2주 (×40)   사진부도 7-1 rhBMP-4/β-TCP 2주 (×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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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부도 (4)

사진부도 8 rhBMP-4/β-TCP 8주 (×40)  사진부도 8-1 rhBMP-4/β-TCP 8주 (×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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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Effect of bone morphogenetic protein-4 with carrier system 

on ectopic bone formation in rat subcutaneous tissue

Joon Il Kim, D.D.S.

Department of Dental Science, Graduate School, Yonsei University

(Directed by Prof. Kyoo Sung Cho, D.D.S., M.S.D., Ph.D.)

  If large osseous defects present  which was resulted from many causes, 

such as trauma, tumors, or birth defects, many bone graft materials and 

synthetic biomaterials have been greatly used. Due to the development of 

the immunology & molecular biology, many growth factors which is 

involed with bone healing have been developed and utilized recently. As 

other growth factors has new bone forming capacity in pre-existed bone  

tissue or bone precursor cells, bone morphogentic protein (BMP) has 

exellent new bone forming capacity without predescribed condition. 

Therefore, BMP has promising respect in present. Traditionally, new bone 

forming capacity of BMP had been evaluated with intramuscular 

implantation or subcutaneous implantation. The research of recombinant 

human bone morphogenetic protein-4 (rhBMP-4) has been insufficient to 

evaluate its bone forming capacity and its carrier system.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evaluate the bone regenerative effect of rhBMP-4 

(0.05mg/ml) delivered with absorbable collagen sponge (ACS) or β



- 37 -

-tricalcium phosphate (β-TCP) in rat dorsal subcutaneous tissue. In 

addition, we compared two carrier systems. Eighty male Sprague-Dawley 

rats were divided into 4 groups of 10 animals each. ACS alone, β-TCP 

alone, rhBMP-4/ACS, or rhBMP-4/β-TCP were implanted subcutaneous 

tissue. The rats sacrificed at 2 or 8 weeks postsurgery, and the outcomes 

evaluated histologically.

  1. No new bone formation was seen ACS alone and β-TCP alone group. 

  2. rhBMP-4/ACS group, 2 weeks, ACS material partially absorbed and  

    high incidence new bone formation was observed at ACS periphery  

    mostly.

    ACS completely absorbed and no new bone formation was observed  

    at 8 weeks.

  3. rhBMP-4/β-TCP group, new bone  formation was observed within β  

    -TCP particles at 2 weeks, but incidence was low.

    At 8 weeks, A great deal of lamellar like  new bone formation was  

    observed within β-TCP particles, in some area, in micropore of β   

    -TCP particles, but incidence was low.

 

  In conclusion, rhBMP-4 had ectopic bone formation capcity in rat 

subcutaneous tissue. ACS and β-TCP may be considered as effective 

carrier system in rat subcutaneous tissue, but ACS is effective on early 

stage of bone formation due to rapid resorption, β-TCP more effective 

carrier system in space deficient area in case of soft tissue compress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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