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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요약

Calcium aluminate 골시멘트가 

백서 두개골 결손부 치유에 미치는 향

  우수한 생체 친화 능력과 기계적인 특성을 접목시켜 개발한 calcium 

aluminate (CaO․Al2O3, CA) 시멘트의 생체 적용 효과를 알아보기 위해 백

서 두개골 8㎜ 원형 결손부에 다음과 같은 calcium aluminate cement (CAC)

를 이식하 다. 실험 1군에는 3.5㎛ 입자의 CAC를, 실험 2군에는 212㎛∼250㎛ 

입자의 CAC를, 실험 3군에는 LiF-maleic acid가 첨가된 calcium aluminate 골시

멘트 (LM-CA 골시멘트), 실험 4군에는 polymethylmethacrylate (PMMA)와 

calcium aluminate를 혼합한, CA-PMMA 골시멘트를 이식하 다. 술후 2주, 8주

에 희생하고 치유 결과를 조직학적으로 비교 관찰하여 다음과 같은 결과를 얻

었다.

  1. 대조군은 2주에서 염증 세포가 관찰되었고, 8주에는 골막과 경막이 연

속적으로 이어져 있었으나 결손부의 중앙부는 성긴 결합조직에 의해 채워

져 있었다. 

  2. 실험 1군 (212㎛∼250㎛ 입자)은 2주에서 골성 조직으로 둘러싸인 미

성숙골이 형성되어 있었고, 최외층은 골성 조직이 둘러싸고 있었다. 미성숙

골과 골성 조직 사이에는 조골 세포가 줄지어 배열되어 있었으며, 골성 조

직은 8주에도 잔존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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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실험 2군 (3.5㎛ 입자)은 2주에서 골막과 경막의 연속성이 상실되고 

calcium aluminate 입자의 분산과 염증 세포의 침윤을 확인할 수 있었으

며, 이러한 소견은 8주에서 더욱 심화되었다.

  4. 실험 3군에서 이식재와 잔존골과의 결합이 나타났으며, 술후 2주보다 

8주에서 증가되었다. 또한 2주, 8주 모두에서 이식재 입자의 분산과 염증 

세포의 침윤을 확인할 수 있었다. 

  5. 실험 4군은 이식재 자체의 체적 안정성 (dimensional stability)을 나타

냈으며, 잔존골과의 결합 양상은 술후 2주, 8주 모두에서 나타나지 않았다. 

이식재는 섬유성 결합조직에 의해 피막화되어 잔존골과 분리되어 있었고, 

이식재 주위로 염증 세포의 침윤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상의 결과에서 볼 때, 백서 두개골 결손부에 212㎛∼250㎛ 입자의 

calcium aluminate 시멘트를 적용한 경우 주변 조직의 성장과 치유에 있어 

생체 친화적인 재료이다. LM-CA 골시멘트는 잔존골과의 결합능력이 있어 

생체활성 골이식재로, CA-PMMA 복합 골시멘트는 체적 안정성을 지녀 

골 부피 증대를 위한 이식재로 개발 가능할 것으로 사료된다. 

핵심되는 말 : calcium aluminate bone cement, particle size, LiF, PMMA, 

calvarial defe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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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lcium aluminate 골시멘트가 

백서 두개골 결손부 치유에 미치는 향

<지도교수 최성호>

연세대학교 대학원 치의학과

신 정 아

Ⅰ. 서  론

  치주치료의 최종 목적은 질환의 진행을 정지시키는 것뿐만 아니라 이미 

파괴된 지지조직들을 기능적으로 재생시키는 데 있다 (Zander HA 등, 1976). 

골 결손부의 재생 및 기능적 회복을 위한 골 이식술은 이식하는 골의 종류에 

따라 자가골 이식 (Autogenous bone graft), 동종골 이식 (Allogenic bone 

graft), 이종골 이식 (Xenogenic bone graft) 및 합성골 이식 (Synthetic bone 

graft)으로 분류할 수 있다 (Becker W 등,  1994; Hiatt WH & Schallhorn 

RG, 1971; McGee TD, 2001).

  이 중 가장 좋은 결과를 보이는 자가골 이식은 수년간 치조골 결손부위

에서 사용될 때 임상적으로 성공적인 결과를 나타내었으나
 
부가적인 수술 

부위가 필요하고, 골유착과 치근흡수를 유발하며 충분한 양을 얻을 수 없

다는 제한점을 지니고 있다 (Carranza FA, 1990; Dragoo MR & Sullivan 

HC, 1973). 동종골 이식이나 이종골 이식의 경우 광범위한 골 결손 부위에 

이식하기가 적합하고 환자에게 부가적인 외상을 주지 않는 장점이 있으나, 

질환의 전염 가능성과 이식 항원에 대한 거부반응을 나타낼 우려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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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elloning JT, 1995). 

  이와 같은 단점을 보완하는 방법으로 최근 가장 널리 사용되고 있는 것

이 합성골 이식이다. 합성골 이식은 생체적합성이 있는 인공재료를 사용하

는 방법으로, 충분한 양을 얻을 수 있으나, 현재 사용되고 있는 대부분의 

인공재료들은 골 유도능력이 없이 단순한 골 전도능력만을 나타내고 있으

므로 이에 대한 개선책이 필요하다.

  합성골 이식재는 먼저 생체활성이 우수하여 생체 내에서 쉽게 반응하여 골

과 강한 결합을 유도할 수 있어야 하며, 생체 내에서 이물반응 (Inflammatory 

reaction)에 의한 염증 발생이 없어야 한다. 또한 골과 인공재료간의 반응이 

느린 경우, 골수복은 가능하나 짧은 기간 내에 골조직 재생이 어려워 작은 하

중에도 쉽게 골과 분리되는 문제점을 나타낼 수 있으므로 단기간 내에 주변 

조직과 결합하여 골화되어야 한다 (Kim CY 등,  1989; Kokubo K, 1991).

  1971년 Hench의 생체활성 유리가 골과 화학적 결합을 이룬다는 발견

(Hench LL 등, 1971)
 
이후로, 수많은 종류의 bioactive glass (Ebisawa Y 등, 

1990; Ohura K 등, 1991), glass-ceramics (Kokubo T 등, 1987; Kokubo T 

등, 1990), hydroxyapatite (HA) (Jarcho M 등, 1977), calcium phosphate 

(LeGeros RZ, 1991) 및 복합재료 등이 연구되어져 왔다. 생체활성 재료로 사

용되기 위해 요구되는 특성들은 뛰어난 생체친화성, 높은 기계적 강도 그리

고 표면에 HA의 형성여부 등이다. 특히, HA 형성은 주로 생체재료로부터 

체액 내로 유리된 Ca
2+
 이온이 체액 내의 과포화도를 증가시킴으로써 이루어

지며,  HA의 핵생성과 결정성장은 체액으로부터 Ca2+이온과 P5+ 이온의 반

응속도에 의해 조절되어, 생체재료 내의 Ca가 HA를 형성하는데 중요한 역

할을 담당하는 것이다. Alumina(Al2O3)는 대표적인 고강도 합성골 이식재로

서 지난 수십 년 간 정형외과에서 많이 사용되어 왔다. Al2O3는 20∼30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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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도를 보이며, 생체 내에서 주변골과의 마찰에 의한 마모 및 손상이 거의 

없는 대표적인 생체불활성 재료 중의 하나이다. 이러한 특성으로 인하여 

Al2O3는 인공관절 대체재로서 이상적인 면을 나타낸다. 

  이러한 calcium의 우수한 생체활성능력과 Al2O3의 뛰어난 기계적인 특성

을 접목시켜 개발된 것이 calcium aluminate (CaO․ Al2O3) 골시멘트(CAC)

이다. Calcium aluminate는 50 ㏖%의 CaO를 함유하고 있어 생체 내에서 

Ca
2+
 이온이 다량 용출되어 과포화된 Ca-P 반응에 의한 HA의 생성이 쉬우

므로 우수한 생체활성을 나타낼 수 있으며, 수화반응에 따른 40℃ 미만의 낮

은 발열량으로 인하여 생체 내에서 골 및 섬유세포의 열적 괴사를 방지할 수 

있으므로 새로운 생체활성 골시멘트로의 이용 가능성이 높다. 

  그러나, 산업용 CAC를 결손골 수복용 골시멘트로 임상에서 실질적으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기존의 경화 시간 (약 7 시간)을 60분 이내로 단축시켜

야 하고, 초기 강도 (24 시간 후, 약 60 ㎫)를 100 ㎫이상 증가시켜야 하며, 

생체 내에 장기간 삽입했을 때, 강도의 저하가 적어야 한다. 이러한 CAC

의 느린 경화시간과 낮은 초기 강도를 보완하기 위한 방법으로 경화촉진제

인 LiF와 강도증진제인 maleic acid를 사용할 수 있다.

  Lithium계 화합물은 물 속에서 쉽게 이온화되고 반응성이 우수하다는 장

점을 가지고 있으며, Wagner 등 (1997)은 CAC에 다양한 농도의 LiF를 첨가

하여 경화시간을 230분에서 4∼8분 이내로 단축시켰다고 보고하 다. 그리

고 maleic acid는 치과용 시멘트인 glass ionomer cement의 액으로 사용되는 

polycarboxylic acid 계열의 한 성분으로서 분말과 산․염기 반응을 통하여 

입자간의 강한 결합을 만들어 강도를 증진시킨다(Barry TI 등, 1979).

  John Charnley (1960)에 의해 처음 개발된 polymethylmethacrylate 

(PMMA)계 골시멘트 (PMMAC)는  임상적으로 결손골 수복 및 인공관절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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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재 고정용으로 주로 정형외과 역에서 사용되어져 왔다 (Charnley J, 

1960).  PMMAC는 전형적인 생체불활성 (bioinert) 시멘트로서 생체 내에서 

골과의 화학적 반응 없이 그 상태를 유지하게 된다 (Freeman E & Turnbull 

RS, 1973). 이러한 PMMAC의 가장 큰 단점은 약한 기계적 물성과 높은 발

열 특성이다. 반복적인 하중이 시멘트에 가해질 경우, 주변 골과의 마모에 의해 

크랙이 발생되며 이러한 크랙이 결국 골시멘트의 파괴를 가져온다 (Lewis G, 

1997). 높은 발열량은 골과 조직의 괴사를 유발시킬 수 있고, 이식재의 고정을 

약화시킬 수 있다. 이러한 발열현상은 중합 개시제와 촉진제간의 산화․환원 반

응에 의해 조절되므로, 개시제와 촉진제의 혼합비율을 조절하여 중합시 발생되

는 발열온도를 골과 연조직 괴사가 일어나지 않는 47℃이하로 조절할 수 있다. 

또한 PMMA계 골시멘트의 기계적 물성을 증진시키는 한가지 방법으로 무기필

러를 첨가할 수 있다. 이와 같은 방법에 의해서 발열온도가 조절된 PMMA에 

무기필러로 calcium aluminate를 혼합하여, 오(2002)는 생체활성과 기계적 물성

이 증진된 calcium aluminate-polymethylmethacrylate (CA-PMMA) 복합 골시

멘트를 개발하 다.

  이와 같이 몇 가지 방법으로 제조된 골시멘트에 대해서, 실험조성에 따

라 경화거동 및 기계적 특성을 평가하고 한천중층법 (agar diffusion test, 

ISO 7405)를 이용한 세포독성평가와 토끼혈을 이용한 용혈성(hemolysis, 

ISO 10993)실험을 수행하여 모든 실험에서 가장 우수한 물성을 나타내는 

실험조성을 선택한 후 유사체액 (simulated body fluid)을 이용한 생체외 

실험 (in vitro  test)(Kokubo T 등, 1987)을 수행한 바 있다.

  이상의 예비 연구에서 개발된 CAC의 입자 크기는 3.5㎛ 다. 골 이식재

의 입자 크기는 세포의 분화와 증식에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한다. 치주 

조직의 재건을 위한 골 이식 재료는 입자 크기가 250-750㎛인 것이 적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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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다고 하 으며 (Shapoff CA 등, 1980), 입자 간의 간격 크기 (pore size)

가 신생골 성장에 중요하며 간격의 크기는 100-200㎛인 것이 내피 세포 

및 섬유아세포가 자라 들어가기에 최적 요건이라고 하 다 (Bhaskar SN 

등, 1971).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처음 개발한 3.5㎛ 입자의 재료와 치주 

역에서 추천되고 있는 250-750㎛ 입자의 재료를 사용하여 CAC의 골과

의 결합성 및 주변 조직 반응을 규명하고자 하 다.

  또한, 빠른 경화시간 (60분 이내), 낮은 발열온도 (47℃ 미만) 및 높은 초

기강도 (24시간 이후, 100 ㎫)를 갖도록 제조된 LiF-maleic acid가 첨가된 

calcium alumina (LM-CA) 골시멘트와 CA-PMMA 복합 골시멘트를 외과

적으로 형성된 백서 두개골 결손부에 이식하여 골과의 결합성 및 주변 조

직 반응을 조직학적으로 관찰, 평가하여 다소의 지견을 얻었기에 이를 보

고하는 바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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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연구재료 및 방법

1. 연구재료

가. 실험동물

  본 연구에서는 체중 250-300g의 웅성 백서 (Sprague Dawley rat) 50마

리를 사용하 다. 실험동물은 연세임상의학연구센터에 의한 관리에 따랐다.

나. 실험재료

  3.5㎛, 212-250㎛ 입자 크기의 CAC (calcium aluminate cement (CAC)

＋3CaO․Al2O3 (C3A), CaO․2Al2O3 (CA2))를 사용하 고, 3.5㎛ 입자크기

의 LiF-maleic acid가 첨가된 calcium aluminate 골시멘트 (LM-CA 골시

멘트)와 polymethylmethacrylate (PMMA)와 calcium aluminate를 혼합한 

CA-PMMA 복합 골시멘트를 사용하 다. 

  실험재료는 연세대학교 공과대학 세라믹공학과에서 제조하 다.

2. 연구방법

가. 실험군 설정

  두개골 결손부에 아무 것도 이식하지 않은 군을 대조군으로, CAC를 이식

한 군을 실험군으로 설정하 으며, 입자 크기가 212㎛∼250㎛인 CAC를 실

험 1군으로, 3.5㎛인 CAC를 실험 2군으로 하 다.  LM-CA 골시멘트를 이

식한 군을 실험 3군으로, CA-PMMA 복합 골시멘트를 이식한 군을 실험 4

군으로 설정하 다. 실험 동물은 각 군당 10마리씩 배정하 다. (Tabl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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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Study design

Group Treatment Particle size 2weeks 8weeks

Control No treatment 5 5

Exp. 1
calcium aluminate cement(CAC)＋ 

3CaO․Al2O3 (C3A), CaO․2Al2O3 (CA2) 
212㎛∼250㎛ 5 5

Exp. 2
calcium aluminate cement(CAC)＋ 

3CaO․Al2O3 (C3A), CaO․2Al2O3 (CA2) 
약 3.5㎛ 5 5

Exp. 3
Calcium aluminate bone cement＋

LiF-maleic acid
약 3.5㎛ 5 5

Exp. 4 CA-PMMA composite bone cement 약 3.5㎛ 5 5

나. 두개골 결손부 형성 및 외과적 처치

  각 군의 백서를 염산 케타민
*1)(50mg/ml)과 럼푼

§
을 근육주사 (70mg/kg)

하여 마취하 다.

  두부의 털을 깎고 povidone iodine으로 소독한 후 고정하 다. 수술 부위

를 소량의 2% lidocaine (1:10만 epinephrine 함유)으로 침윤마취한 후 전

두골 전방부에서 후두골 후방부까지 정중부를 따라 두피를 절개하여 두개

골의 상면을 노출시켰다. 8mm trephine bur†를 이용하여 경뇌막 (dura 

mater)에 손상을 주지 않도록 하면서 지름 8mm의 원형 결손부를 형성하

다 (Figure 1, 2). 대조군에는 아무 것도 이식하지 않고 4 종류의 실험군

에는 각각의 방법으로 제조된 calcium aluminate cement를 위치시킨 후 

두피를 덮어 Ethilon
Ⓡ‡
으로 봉합하 다. 1주일 후 발사하 으며 실험 후 2

주, 8주 각 군당 5마리씩 실험동물을 희생시키고 두개골을 절제하 다. 

* 케타민 Ketalar, Yuhan Co., Seoul, Korea

§ 럼푼 Rompun, Bayer animal health Co., Suwon, Korea

† trephine bur, 3i, FL, USA

‡ EthilonⓇ, Ethicon, Edinburgh, Scotland, U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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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조직학적 관찰

  절제해낸 조직을 10% formalin에 고정한 후 대조군은 5% nitric acid에 

넣어 탈회시킨 후 파라핀 포매하 다. 이 블록을 3㎛ 두께로 결손부의 중

앙부에서 관상면으로 절단하여 블록 당 4장의 슬라이드를 제작하 다. 이

를 Hematoxylin-Eosin (H-E) 염색법으로 염색하 다. 실험군은 고정 후 

Villaneuva 염색법으로 염색하고 resin 포매하 다. 이 블록을 Milling saw

를 이용하여 400㎛∼500㎛의 두께로 결손부의 중앙부에서 관상면으로 절단

한 후 연마하여 최종적으로 20㎛ 두께의 표본을 얻었다. 이후 표본들을 광

학현미경으로 관찰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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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결  과

1. 조직학적 관찰

가. 대조군

(1) 2주 소견

  창상부위는 얇고 성긴 섬유성 결합조직으로 채워져 있었고 출혈 및 육아

조직이 관찰되었다. 신생골은 주로 결손부 변연과 하방 경뇌막 주위에 국

한되어 삼각형 형태로 소량 형성되어 있었다. 신생골 상방의 골막은 불연

속적이어서 연조직의 치유가 아직 진행중인 소견을 관찰할 수 있었다. 신

생골은 조골세포에 의해 둘러싸여 있었고 주위로 염증세포가 관찰되었다. 

(Fig 2, 3)

(2) 8주 소견

  2주와 비교해서 결합조직이 더 균일한 도를 보이고 골막과 경뇌막이 

연속적으로 이어져 있었으며 혈관이 더 많이 증식해 있는 것을 볼 수 있었

다. 잘 정돈된 섬유 다발 사이로 방추형의 섬유모세포가 많이 관찰되었다. 

2주에 비해서 골 생성량은 더 증가된 양상을 보 으며, 결손부 변연의 신

생골은 신생골 말단부에 비해 더 균일하고 성숙해지는 소견을 관찰할 수 

있었다. 신생골 말단에는 골성조직 (osteoid)이 관찰되고 그 전방으로 조골

세포가 배열되어 있었다. (Fig 4,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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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실험군

(1) 실험 1군 

  (가) 2주 소견

  골막과 경막이 연결되어 있었고 CAC 입자들 사이로 염증 세포의 침윤

이 관찰되었다. 결손부 변연에는 상방의 골막까지 3면에서 미성숙골이 형

성되어 골무같은 형태를 보 고, 최외층은 골성 조직 (osteoid layer)이 둘

러싸고 있었다. 미성숙골과 골성 조직 사이에는 조골 세포가 줄지어 배열

되어 있었다. (Fig 6, 7)

 

  (나) 8주 소견

  두개골과 경막 사이에 거대세포와 다형핵 백혈구가 관찰되었다. 골막과 

경막이 연결되어 있고 바로 하방으로 잘 정돈된 섬유성 결합조직에 의해 

CAC 입자들이 고정되어 있었다. 결손부 중앙에서는 CAC 입자들이 성긴 

결합조직에 의해 둘러싸여져 있었고, 결손부 변연에서는  골성 조직과 골

성숙이 관찰되었다. 골성 조직과 CAC 입자간의 간격은 2주에 비해 매우 

가까워져 있었다. (Fig 8, 9)

 

(2) 실험 2군

  (가) 2주 소견

  골막과 경막의 연속성이 상실되고 염증 세포의 침윤이 두드러져 있었다. 

3.5㎛의 작은 입자가 결손부 상방으로 분산되어 퍼져있는 양상을 보 으며, 

이로 인해 기존골 상방에도 CAC 입자와 염증 세포의 침윤을 확인할 수 

있었다. 신생골 형성은 관찰되지 않았다. (Fig 10,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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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8주 소견

  CAC 입자들은 이식한 결손부에 고정되어 있지 않았고, 2주와 비교하

을 때 염증 세포의 침윤이 증가한 양상이었다. 결손부 변연의 기존골은 불

규칙하게 흡수된 양상을 보 으며, 신생골 형성은 관찰되지 않았다. (Fig 

12, 13)

(3) 실험 3군

  (가) 2주 소견

  골막과 뇌경막 연속적으로 이어져 있는 양상과 함께, 결손부의 대부분을 

성긴 섬유성 결합조직이 채우고 있었고, LM-CA 골시멘트 입자들이 이러

한 결합조직 내에 산재되어 있었다. 결손부 변연주위로 제한된 골형성이 

관찰되었으며, 신생골과 LM-CA 골시멘트 입자들이 결합하거나 접하게 

접촉하고 있는 양상을 보 다. 결손부 조직내에 전반적으로 염증세포가 관

찰되었다. (Fig 14, 15)

  (나) 8주 소견

  2주에 비해 LM-CA 골시멘트와 결손부 변연골과의 결합양상이 더 뚜렷

하게 나타났다. 결손부내의 섬유성 결합조직은 더 치 해져 있으나, 신생골 

형성 및 조골세포는 관찰되지 않았다. 결손부 조직내에 전반적으로 염증세

포가 관찰되었다. (Fig 16)

(4) 실험 4군

  (가) 2주 소견

  창상부위에 출혈 및 육아조직이 관찰되었다. CA-PMMA 복합 골시멘트가 



- 12 -

하나의 덩어리를 이루고 있었으며 섬유성 결합조직에 의해 피막화 되어 있

었다. 시멘트 내부에는 기포로 보이는 구조 이외에 주변조직이 침윤되어 들

어온 양상은 보이지 않았다. CA-PMMA 복합 골시멘트와 골계면 사이에는 

상당량의 섬유조직과 세포기질이 게재되어 있었고, 소량의 신생골이 결손부 

변연 주위와 경뇌막의 deep layer에 형성되어 있었으나, CA-PMMA 복합 골

시멘트와 잔존골과의 결합양상은 나타나지 않았다. 결합조직내에 염증세포

가 관찰되었다. (Fig 17, 18)

  (나) 8주 소견 

  2주에 비해 결손부 변연에서 신생골 형성이 증가되어 있었으나, CA- 

PMMA 복합 골시멘트는 치 한 섬유성 결합조직에 의해서 피막화되어 있

었다. 형성된 신생골은 2주에 비해 더 성숙된 소견을 보 으나, 생성량은 

대조군에 비해 크지 않았다. 2주 소견에 비해 결합조직이 정돈되어 있었으

나 기존골과 결합양상은 나타나지 않으며, 결합조직 내에 염증세포가 관찰

되었다. 결손부 변연과 CA-PMMA 복합 골시멘트 사이의 결합조직 내로 

신생혈관의 증식이 관찰되었다. (Fig 19)



- 13 -

Ⅳ. 총괄 및 고찰

  

  최근까지 이상적인 골대체물을 찾기 위한 많은 연구가 진행되어져 왔는

데, 합성골 이식재로 calcium phosphate, ceramics, calcium carbonate, 

polymer, bioactive glass 등이 있으며, 임상적 연구에서 만족할 만한 임상

적인 반응이 있었음이 보고되었다 (Kim CK 등, 1996; Kim CK 등, 1998; 

Park JS 등, 2001).

  합성골 이식법에 사용되는 재료는 생체내에서의 반응 정도에 따라 생체

불활성 (Bioinert), 생체활성 (Bioactive) 및 생체흡수성 (Biodegradeble) 재

료로 구분된다 (Bronzo JD, 1995). 

  생체불활성 재료는 생체 내에서 체액과 반응하지 않고 골 내 수복되어 

있는 재료로서 주로 다공성 표면을 형성시켜 조직 내의 교원질 섬유가 침

투되어 골과 결합을 유지하나 골과 직접적인 반응을 하지 않으므로 골과 

재료사이에 분리된 계면이 생성되며, 큰 하중을 받았을 경우 재료와 골이 

분리될 우려가 있다. 대표적인 생체불활성 재료로 Al2O3, ZrO2 및 carbon 

등이 있다.  

  생체활성 재료는 생체 내에서 체액과 반응하여 골과 결합을 이루는 재료

로서 재료 표면에 반응층을 형성하여 골과 강한 결합을 이루고 있으나, 생

체 내에서의 느린 생분해 속도로 인하여 단기간 내 골과의 결합이 어려우

므로 생분해 속도의 조절이 생체활성 재료에 있어서 가장 핵심사항이다. 

대표적인 재료로 hydroxyapatite, bioactive glass 및 glass-ceramics 등이 

있다.

  생체흡수성 재료는 생체 내에서 흡수되어 완전히 골화되는 재료로서 생

분해 속도가 빠르므로 단기간 내에서 완전히 분해되어 쉽게 골화되지만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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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적 물성이 낮으므로 하중받는 부위의 골결함에는 사용이 부적합하다. 

calcium phosphate, β-tricalcium phosphate 등이 대표적인 생체흡수성 재

료이다.   

  Smith(1963)가 세라믹을 경조직 재건에 이용할 수 있다고 제안한 이래 생

체재료로 사용할 수 있는 세라믹에 대한 많은 연구가 행해져 왔다. Ca의 우

수한 생체활성능력과 Al2O3의 뛰어난 기계적인 특성을 접목시켜 개발된 것

이 calcium aluminate (CaO․Al2O3)로, Hammer III 등(1972)은 calcium 

aluminate로 제조된 치근 임플란트가 tissue adherence 및 host acceptance

에 있어서 우수한 성질을 나타내었다고 보고하 고, Hentrich 등(1971)은 

calucium aluminate가 ZrO2와 Al2O3에 비하여 mineralization이 우수하다고 

보고하 다. 그러나 calcium aluminate 골시멘트의 느린 경화시간 (180 분)

과 낮은 초기강도 (24시간 후, 60.1 ㎫)로 인하여 결손골 수복용 생체활성 골

시멘트로 사용하기에는 많은 문제점이 있다. 한편, polymethylmethacrylate 

(PMMA)계 골시멘트는 기계적 특성은 우수하나 높은 발열과 생체불활성으

로 인하여 골과 반응하지 않는다는 단점을 가지고 있다. 

  오 등(2002)은 이러한 단점을 극복하기 위해 calcium aluminate 골시멘

트에 경화촉진제인 LiF와 강도증진제인 maleic acid를 첨가하여 기계적 물

성을 증진시킨 calcium aluminate 골시멘트와 PMMA계 골시멘트의 생체

불활성을 생체활성으로 변형시킨 화학중합형 CA-PMMA 복합 골시멘트를 

개발하 다. 이들 재료의 경화거동 및 기계적 특성 및 생체활성에 대한 연

구를 통해, LiF-maleic acid가 첨가된 calcium aluminate 골시멘트는 낮은 

강도값을 나타내나 높은 생체활성을 나타내므로, 피질골 수복보다는 하중

이 인가되지 않고 빠른 생체활성을 필요로 하는 해면골 수복에 적합하다고 

하 다. 또한, CA-PMMA 복합 골시멘트는 높은 굴곡강도 및 우수한 생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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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성을 나타내어 피질골 수복에 적합하다고 하 다. 

  본 연구에서는 LM-CA 골시멘트와 CA-PMMA 복합 골시멘트의 골재생 

유도 능력, 골과의 결합성 및 조직 반응을 평가하기 위해서 백서 두개골 결

손부 실험 모델을 선택하 다 (Bosch C 등, 1998; Caton J 등, 1994; 

Schmitz JP & Hollinger JO, 1986; Selvig KA, 1994). 암컷의 경우 호르몬 

변화나 임신 등에 의해 실험 결과에 향을 줄 수 있으므로 수컷만을 실험

에 사용하 고, 미성숙한 동물은 성장이 완료된 동물에 비해 치유능력이 더 

우수하기 때문에 골대체 물질의 고유한 골재생 유도능력을 평가하기 위해

서 완전히 성숙한 동물을 선택하 다. 아무런 처치를 하지 않았을 때 10% 

이하의 골 재생을 이루는 가장 작은 크기의 결손부를 임계 크기 결손

(Critical Size Defect, CSD)이라고 한다. 이번 연구에 사용한 백서 

(Sprague Dawley rat)의 두개골 모델에서의 임계 크기 결손은 지름 8mm의 

원형 결손이다. 대부분의 동물에서 임계 크기 결손은 연령에 따라 작아지는

데, 쥐의 경우는 상대적으로 일정하다. 백서의 두개골에서의 임계크기 결손

에 대한 연구는 Freeman 등(1973)에 의해 처음 시도되었으며 그후 Takagi 

등(1982)은 Sprague-Dawley rat에 8mm 결손부를 형성하 을 때 4주 뒤에 

5mm로 감소하고 12주가 지나도 더 이상의 치유가 일어나지 않음을 관찰하

다. 

  Schmitz 등(1990)은 백서 두개골 결손부 치유 과정을 염증기, 비유합 수

립기, 성숙기로 구분하 다. 염증기는 술 후 10일까지로 염증이 존재하고 

섬유소와 적혈구가 응집되어 혈종을 형성한다. 초기에는 호중구가 존재하

다가 후반기에는 섬유모세포양 세포에 의해 대체된다. 7일째에 섬유모세포

양 세포가 주를 이루는데, 말단부에서 초기 골형성이 관찰된다. 이 부위에

서는 조골세포가 관찰된다. 기질 소포 안에는 무정형 물질과 결정이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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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어 있다. 비유합 수립기는 11일부터 20일까지를 지칭하며 혈종의 크기가 

줄어든다. 활성화된 섬유모세포는 많은 양의 조면소포체를 포함하며, 불규

칙하게 배열된 교원질 같은 섬유에 의해 둘러싸여 있다. 반도 형태의 신생

골 주위로 불활성화된 조골세포가 열 지어 있고 치 한 섬유성 결합조직이 

둘러싸고 있다. 결손부 중앙부에는 둥근 과립세포의 응집이 관찰된다. 14일

째에는, 비유합 조직은 더 조직화된 섬유다발 속으로 교원질양 섬유가 배

열된다. 성숙기는 21일 이후이며, 21일째에는 말단과 중앙부의 세포외기질

이 성숙한 반흔조직의 특징을 보인다. 섬유모세포 사이에서 교원질이 치

한 섬유다발 속으로 조직화된다. 조골세포로 둘러싸인 고립된 골섬도 관찰

된다. 28일째에, 중앙부와 말단부에는 치 한 섬유성 결합조직이 존재하며 

골 주위로 방추형 세포가 둘러싸고 있다. 골수를 포함하는 골이 결손부의 

경뇌막 쪽에 존재한다. 42일째에는 두껍고 잘 조직화된 교원질 섬유다발을 

포함하는 성숙한 결합조직이 결손부 전역에 존재한다. 본 연구에서도 대조

군에서 위와 같은 조직 소견을 확인할 수 있었다.

  본 연구 결과, 대조군은 골 치유 양상에 있어서 주로 경뇌막과 절단면에

서 골 재생이 일어나 삼각형 형태를 보인 반면 실험 1군은 calcium 

aluminate 입자가 이식된 경뇌막과 절단면 뿐만 아니라 상부 골막 안쪽까지 

잔존골 주변으로 골무와 같은 양상으로 미성숙골이 형성되어 있는 것을 관

찰할 수 있었다. 미성숙골의 외층은 골성 조직이 둘러싸고 있었다. 골성 조

직의 존재는 현재 골 재생이 활발히 진행되고 있으며 향후에도 계속 진행될 

것임을 알려준다. 대조군의 경우 2주까지는 신생골 전방에 골성 조직이 위

치해 있으나, 8주가 되면 골성 조직이 관찰되지 않는다. 이는 골 성장이 거

의 멈추었음을 의미한다. 반면, 실험 1군의 경우에는 8주 소견에서도 변연골 

전방에 골성 조직이 존재하며 그 주위에 조골 세포가 줄지어 늘어선 것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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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찰할 수 있다. 이는 아직 말단에서 골 성장이 진행되고 있으며 앞으로도 

길이 성장이 더 이루어질 수 있음을 시사한다. 또한, 212㎛∼250㎛ 입자를 

사용한 실험 1군은 실험 시 조작성이 매우 우수하여 결손부에 이식 재료를 

충전하고 고정하기에 용이하 다. 이에 비해, 실험 2군은 개발 단계와 예비 

실험에서 낮은 세포 독성과 우수한 기계적 물성을 확인하 으나, 본 실험에

서는 작은 입자 크기로 인한 조작성 불량과 조직의 치유에 있어서도 매우 

불량한 소견을 나타내었다. 1971년 Klawitter(1972)는 100㎛의 입자 간 간격

(pore size)이 조직의 침투에 적절한 최소한의 크기라고 보고하 으며, 이는 

본 연구에서 실험 2군을 이식한 경우 신생 조직이 형성되지 않은 이유로 간

주 할 수 있다. 입자 간 간격은 너무 작을 경우 신생 조직의 침투와 성장이 

이루어질 수 없고, 반대로 너무 클 경우 압축력에 견디기 어려우므로 적절

한 균형점을 이루어야 하기 때문이다. 

  Nade 등(1983)은 calcium aluminate 골시멘트가 골수와 함께 복근육 부

위에 이식되었을때, 이식재 내부와 주위에 신생골이 형성되었으며 100㎛ 

보다 큰 pore 크기가 이식재 내부로 골의 성장을 위해 필수적이라고 하

다. 또한 Klawitter와 Hulbert(1971)는 대략 100㎛의 pore 크기가 다공성 

ceramic 내부로 골성장을 위해 가장 적절하다고 하 다. 골 이식재의 pore

의 크기와 규칙성은 이식재 내로 조직의 ingrowth 및 골형성과 물리적 강

도를 위해 중요한 요소이다. 이식재 내로 조직의 ingrowth 및 골형성을 위

해서는 큰 pore가 필요하지만 강도를 획득하기 위해서는 pore가 작아야 한

다. 이 두가지 요소 사이의 균형을 이루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Uchida A 

등, 1984). 본 연구에서 LM-CA 골시멘트는 입자 크기가 3.5㎛로써 매우 

작은 입자간격 크기를 지니고 있다. 오 등(2002)은 LiF-maleic acid가 첨가

된 3.5㎛의 입자 크기를 가지는 calcium aluminate 골시멘트가 빠른 경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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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 및 높은 초기 강도를 지녀 결손골 수복용 골시멘트로의 조건을 충족

시킨다고 하 다. 그러나 작은 pore 크기는 경화시간 단축과 초기강도 증

진을 위해서는 유리하나 이식재 내로 조직의 ingrowth 및 골형성을 위해

서는 불리하다고 할 수 있다. 이는 본 연구의 LM-CA 골시멘트를 이식한 

결손부의 2주, 8주의 조직학적 소견에서 LM-CA 골시멘트 주위로 골형성

의 소견없이 다수의 염증세포가 나타난다는 관찰에 의해 지지된다. 또한 

작은 입자 크기로 인해 이식재가 균일하게 결손부 조직내에 위치하지 못하

고 불규칙하게 산재하여 있고 결손부의 변연이나 경뇌막에서 대조군에 비

해 증가된 골형성 소견은 나타나지 않는다. 또한 Uchida 등(1984)은 

calcium aluminate 골시멘트를 백서 두개골 결손부에 이식한 후의 조직학

적 소견에서 이식재 pore 내로의 조직성장이 미세하고 세포성분이 거의 존

재하지 않으며 골형성은 일어나지 않음을 관찰했다. 이상의 결과로 미루어 

볼 때 calcium aluminate 골시멘트는 골조직 재생 및 기계적 하중을 견디

기 위한 골 이식재로는 적합하지 않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LM-CA 골시멘트와 결손부 골과의 결합 양상이 조직학적 소견

에서 나타나고 2주보다는 8주에서 강화되는 소견을 볼 수 있었다. 이는 

calcium aluminate는 CaO를 함유하고 있어 생체 내에서 Ca
2+
 이온이 다량 

용출될 경우, 과포화된 Ca-P 반응에 의한 HA의 생성이 쉬우므로 우수한 

생체활성을 나타낼 수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되며, 이는 LM-CA 골시멘트

를 골 결손부 충전용 생체활성 골시멘트로 적용할 가능성을 시사한다. 그

러나 골과의 결합이 단순한 접촉이 아닌 실제적인 결합임을 확신하기 위해

서는 detaching test를 시행하여 골과의 결합력을 기계적으로 평가할 수 있

어야 한다.

  고분자 화합물은 다루기에 쉽고 특정 목적에 맞도록 모양을 쉽게 형성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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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있으며, 체적 안정성 (dimensional stability)으로 인해 골 결손부위의 회

복 및 증대에 유용하게 사용될 수 있다는 장점을 지닌다. 그러나 이들 재

료는 낮은 골재생 유도능력과 자체의 소수성 성질에 의해서 이식재와 골과

의 결합을 유도하지는 않는다. 그러므로 ceramic과 고분자의 복합물질이 

관심의 대상이 되어 왔다 (Schliephake H & Kage T, 2001). 

  Polymethylmethacrylate(PMMA) 골시멘트는 정형외과 역에서 골대체

물로 널리 사용되어 왔다. 그러나 골과의 결합능력이 없고 불량한 기계적 

특성을 가지며, 골과의 결합능력의 부재는 골과 시멘트 사이에 연조직 층

의 형성을 초래한다. 

  일반적으로 생체활성 무기필러 (glass bead)를 PMMA에 더하는 것은 

PMMA의 기계적 성질을 증진시킴과 동시에 PMMA 골시멘트에 생체활성을 

부여한다는 이점을 지닌다. 또한 단량체 양을 줄여 시멘트의 독성을 줄이고 

중합반응 동안 열발생량을 감소시킬 수 있다 (Mousa WF 등, 2000; 

Shinzato S 등, 2000). Shinzato 등(2000)은 PMMA에 무기필러로 CaO가 첨

가된 3.2㎛ 크기의 bioactive glass bead (MgO-CaO-SiO2-P2O5-CaF2)를  사

용할 때 골시멘트 표면에서 bioactive glass bead의 높은 생체활성에 의해 높

은 골형성 유도능력과 증진된 골결합력이 나타난다고 하 다. 이에 반해 본 

연구결과, 높은 생체활성 능력을 지니는 calcium aluminate가 무기필러로 첨

가된 CA-PMMA 복합 골시멘트의 조직학적 소견에서 골과의 결합은 전혀 

일어나지 않고, 섬유성 결합조직에 의해서 CA-PMMA 골시멘트가 피막화된 

것이 관찰되었다. 그러나 CA-PMMA 골시멘트가 한덩어리로 형성되어 파절

이나 분해없이 결손부를 채우고 있어서 이식재 자체는 체적 안정성 

(dimensional stability)을 지니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골과의 결합이 일어나

지 않은 것은 CA-PMMA 골시멘트의 구성성분인 PMMA의 분자량 때문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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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여겨진다. 본 연구에 사용된 PMMA 분말의 분자량은 120,000이다. 

Shinzato 등(2000)은 bioactive glass bead를 함유한 PMMA 골시멘트에 대

한 연구에서 분자량 270,000 (평균 입자크기 5.1㎛)의 PMMA 분말이 사용되

어질 때, methlymethacrylate (MMA) 단량체에 PMMA 분말의 용해성이 낮

아서 무기필러로 사용되어 지는 glass bead가 중합되는 MMA에 의해 

coating되지 않아 시멘트 표면에 노출되어 골형성 및 골결합을 유도할 수 있

지만, 분자량 60,000의 PMMA 분말이 사용되어질 때는 중합되는 MMA에 

의해 coating되어 glass bead의 노출이 일어나지 않는다고 하 다. Hikkilä 

등(1996)은 골형성에 대한 bioactive glass 및 HA를 함유한 PMMA의 효과

에 대한 연구에서, 골형성은 PMMA에 의해서 억제되어 지고, 골과의 접촉은 

시멘트 표면에 bioactive glass가 노출되어 존재할 경우에만 관찰된다고 하

다. 이에 비춰볼때 본 연구에 사용된 CA-PMMA 복합 골시멘트에서 생체

불활성이 보여지는 것은 작은 분자량 (12,000)의 PMMA 분말을 사용했기 때

문에 소수성의 중합된 MMA가 calcium aluminate 입자를 coating하여 

calcium aluminate의 생체활성을 억제했기 때문이라 생각된다. 

  이상의 실험결과에서, 백서 두개골 결손부에 212㎛∼250㎛ 입자의 calcium 

aluminate 시멘트를 적용한 경우 주변 조직의 성장과 치유에 있어 생체 친화

적인 재료로 사료되며, 향후 골과의 직접 결합에 대한 연구 및 골 재생 능력

에 관한 연구가 계속되어 치주 역에 다양하게 응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

된다. 또한 LM-CA 골시멘트는 골과의 결합 같은 높은 생체활성의 잠재력 

때문에 골재생 유도 및 골결합을 통한 골 결손부 이식재로서의 가능성이 있

으며, CA-PMMA 복합 골 시멘트는 골재생 유도 및 골결합을 일으키는 생

체활성은 떨어지지만, 기계적 물성 및 체적 안정성 (dimensional stability)이 

우수하여 치주 역에서 치조제 증대와 같은 술식에 사용할 수 있을 가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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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보여준다. 그러나 임상 역에 적용을 위해서는 이들 이식재에 대한 더 많

은 연구가 필요하며, 여러 가지 단점들을 극복하는 새로운 물성이 부가되어

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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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결  론

  우수한 생체 친화 능력과 기계적인 특성을 접목시켜 개발한 calcium 

aluminate (CaO․Al2O3, CA) 시멘트의 생체 적용 효과를 알아보기 위해 

백서 두개골 8㎜ 원형 결손부에 다음과 같은 CAC를 이식하 다. 실험 1군

에는 3.5㎛ 입자의 CAC를, 실험 2군에는 212㎛∼250㎛ 입자의 CAC를,  

실험 3군에는 LM-CA 골시멘트, 실험 4군에는 CA-PMMA 복합 골시멘트

를 이식하 다. 술후 2주, 8주에 희생하고 치유 결과를 조직학적으로 비교 

관찰하여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었다.

  1. 대조군은 2주에서 염증 세포가 관찰되었고, 8주에는 골막과 경막이 연

속적으로 이어져 있었으나 결손부의 중앙부는 성긴 결합조직에 의해 채워

져 있었다. 

  2. 실험 1군 (212㎛∼250㎛ 입자)은 2주에서 골성 조직으로 둘러싸인 미

성숙골이 형성되어 있었고, 최외층은 골성 조직이 둘러싸고 있었다. 미성숙

골과 골성 조직 사이에는 조골 세포가 줄지어 배열되어 있었으며, 골성 조

직은 8주에도 잔존하 다.

  3. 실험 2군 (3.5㎛ 입자)은 2주에서 골막과 경막의 연속성이 상실되고 

calcium aluminate 입자의 분산과 염증 세포의 침윤을 확인할 수 있었으

며, 이러한 소견은 8주에서 더욱 심화되었다.

  4. 실험 3군에서 이식재와 잔존골과의 결합이 나타났으며, 술후 2주보다 

8주에서 증가되었다. 또한 2주, 8주 모두에서 이식재 입자의 분산과 염증 

세포의 침윤을 확인할 수 있었다. 

  5. 실험 4군은 이식재 자체의 체적 안정성 (dimensional stability)을 나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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냈으며, 잔존골과의 결합 양상은 술후 2주, 8주 모두에서 나타나지 않았다. 

이식재는 섬유성 결합조직에 의해 피막화되어 잔존골과 분리되어 있었고, 

이식재 주위로 염증 세포의 침윤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상의 결과에서 볼 때, 백서 두개골 결손부에 212㎛∼250㎛ 입자의 

calcium aluminate 시멘트를 적용한 경우 주변 조직의 성장과 치유에 있어 

생체 친화적인 재료이다. LM-CA 골시멘트는 잔존골과의 결합능력이 있어 

생체활성 골이식재로, CA-PMMA는 체적 안정성을 지녀 골 부피 증대를 

위한 이식재로 개발 가능할 것으로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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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부도 설명

Figure 1. The calvarial defect was produced to measure 8mm in diameter 

with a trephine bur. 

Figure 2. Control group, 2 weeks after operation. Arrows indicate the 

margins of defect (H-E×10).

Figure 3. Control group, 2 weeks after operation. Arrows indicate the 

interface between the existing bone and the newly formed bone. 

The new bone formed beside the margin of defect and in the 

deep layer of the dura mater (NB: new bone, DM: dura mater). 

(H-E×100) 

Figure 4. Control group, 8 weeks after operation. Arrows indicate the 

margins of defect (H-E×10).

Figure 5. Control group, 8 weeks after operation. Arrows indicate the 

margins of defect. Bone formation was limited. Osteoblasts were 

decreased (H-E×100).

Figure 6. Experimental group 1, 2 weeks after operation. Arrows indicate 

the margins of defect (Villaneuva stain×20).

Figure 7. Experimental group 1, 2 weeks after operation. Arrows indicate 

layers of osteoblasts (OL: osteoid layer, OB: original bone, CAC: 

calcium aluminate cement) (Villaneuva stain×100).

Figure 8. Experimental group 1, 8 weeks after operation. Arrows indicate 

the margins of defect. (Villaneuva stain×20)

Figure 9. Experimental group 1, 8 weeks after operation. Arrows indic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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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layers of osteoblasts. Osteoid layer was still remained. New 

bone became close to the CAC particles. (Villaneuva stain×100)

Figure 10. Experimental group 2, 2 weeks after operation. Note scattered 

CAC (Villaneuva stain×20).

Figure 11. Experimental group 2, 2 weeks after operation. There were 

prominent inflammatory cells (Villaneuva stain×100).

Figure 12. Experimental group 2, 8 weeks after operation. Arrows indicate 

the margins of defect (Villaneuva stain×20).

Figure 13. Experimental group 2, 8 weeks after operation. Arrows indicate 

irregular margins of defect (Villaneuva stain×100).

Figure 14. Experimental group 3, 2 weeks after operation. Arrows indicate 

the margin of defect. The particles of the LM-CA bone cement 

were dispersed in defect. (Villaneuva×20)

Figure 15. Experimental group 3, 2 weeks after operation. Arrows indicate 

the margin of defect. The new bone was formed below the  

margin of defect and inflammatory infiltration was seen in the 

defect. A limited bone formation was seen in the margin of defect 

and the particles of implanted LM-CA bone cement bond or 

contact tightly to the existing bone at the bone-implant interface. 

(Villaneuva×100)

Figure 16. Experimental group 3, 8 weeks after operation. The bonding 

between implanted LM-CA bone cement and the existing bone 

more increased than 2 weeks. Inflammatory infiltration was seen 

in the defect. (Villaneuva×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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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17. Experimental group 4, 2 weeks after operation.  Arrows indicate 

the margin of implanted CA-PMMA composite bone cement, 

encapsulated by fibrous connective tissue. CA-PMMA compostie 

bone cement was formed in a mass without tissue ingrowth. 

(Villaneuva×20) 

Figure 18. Experimental group 4, 2 weeks after operation. Arrows (▶) 

indicate the margin of defect. No bonding between implanted 

CA-PMMA composite bone cement and the existing bone was 

seen. Inflammatory infiltration was seen in the connective tissue.  

Arrows (▷) indicate the interface between the existing bone and 

the newley formed bone. (Villaneuva×100)

Figure 19. Experimental group 4, 8 weeks after operation. Arrows (▷) 

indicate the interface between the existing bone and the newley 

formed bone. CA-PMMA composite bone cement was encapsulated 

by dense fibrous connective tissue. Inflammatory infiltration was 

seen in the connective tissue. Blood vessel was seen in the 

connective tissue. (Villaneuva×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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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부도

Figure 5. Control, 8weeks (H-E×100)

NB

DM

Figure 1. Defect formation

Figure 2. Control, 2weeks (H-E×10) Figure 3. Control, 2weeks (H-E×100)

NB

DM

Figure 4. Control, 8 weeks (H-E×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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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8. Exp.1, 8 weeks (Villaneuva×20) Figure 9. Exp.1, 8 weeks (Villaneuva×100)

Figure 7. Exp.1, 2weeks (Villaneuva×100) Figure 6. Exp.1, 2weeks (Villaneuva×20)

Figure 10. Exp.2, 2weeks (Villaneuva×20) Figure 11. Exp.2, 2weeks (Villaneuva×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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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14. Exp.3, 2 weeks (Villaneuva×20)

Figure 15. Exp.3, 2 weeks (Villaneuva×100)

  

Figure 12. Exp.2, 8weeks (Villaneuva×20) Figure 13. Exp.2, 8weeks (Villaneuva×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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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16. Exp.3, 8 weeks(Villaneuva×100)

Figure 17. Exp.4, 2 weeks (Villaneuva×20)

Figure 18. Exp.4, 2 weeks (Villaneuva×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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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19. Exp.4, 8 weeks (Villaneuva×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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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Effects of Calcium Aluminate Bone Cement on 

The Cavarial Defect in Rats

Jung-a Shin, D.D.S

Department of Dental Science, The Graduate School, Yonsei University

(Directed by Prof. Seong-ho Choi)

  This present study was carried out to find the effects of calcium 

aluminate cement (CaO․Al2O3, CAC), which has been developed with 

bio-compatibility and mechanical properties, in biological environments.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evaluate histologically the effect of 

CAC on the healing of calvarial defect in Sprague-Dawley rats. The rats 

were divided in five groups : In the control group, nothing was applied 

into the defect of each rat. Two different particle sizes of CAC -212∼250㎛ 

and 3.5㎛-were filled in the experimental group 1 & 2 respectively. LiF-maleic 

acid contained calcium aluminate bone cement (LM-CA bone cement) was 

implanted in the experimental group 3 and polymethylmethacrylate (PMMA) 

contained calcium aluminate bone cement (CA-PMMA composite bone 

cement) was implanted in the experimental group 4. Rats were sacrificed 

at 2, 8 weeks after surgical procedure. The specimens were examined by 

histologic analysis, especially about the bone-cement interface and the 

response of surrounding tissue.  The results are as follo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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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In the control group, inflammatory cells were observed at 2 weeks. 

At 8 weeks,  periosteum and dura mater were continuously joined 

together in the defect areas. But in the center of defect area were filled 

up with the loose connective tissues.

  2. In the experimental group 1 (212㎛∼250㎛ particle), immature bone 

surrounded by osteoid layer was formed and outermost layer was 

surrounded by osteoid layer at 2 weeks. Osteoblasts were arranged 

between immature bone and osteoid layer. And, osteoid layer was 

remained until 8 weeks after surgery.

  3. In the experimental group 2, periosteum and dura mater lost its 

continuity at 2 weeks. Scattering of CAC particles and infiltration of 

inflammatory cells were observed, which this findings deepened at 8 

weeks.

  4. In the experimental group 3, the bonding between implanted bone 

cement and the existing bone was seen, which more increased in 8 weeks 

than 2 weeks. Inflammatory infiltration and the dispersion of implanted 

bone cement particles were seen in both 2 weeks and 8 weeks.

  5. In the experimental group 4, implanted bone itself had a dimensional 

stability and no bonding between implanted bone cement and the existing 

bone was seen in both 2 weeks and 8 weeks. Implanted bone cement was 

encapsulated by fibrous connective tissue. In addition, inflammatory 

infiltration was seen around implanted bone cement.

  The result of this study shows that when calvarial defects in white ra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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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e filled with calcium aluminate cement of 212∼250㎛, the materials are 

to be bio-compatible in growth and healing on surrounding tissues. On 

the basis of these results, when LM-CA bone cement or CA-PMMA 

composite bone cement was implanted in rat calvarial defect, LM-CA 

bone cement can be used as a bioactive bone graft material due to ability 

of bonding to the existing bone and CA-PMMA can be used as a graft 

material for augmentation of bone-volume due to dimensional stability. 

When further researches are fulfilled, such as direct bone adhesion and 

bone regeneration ability, it's possible that CAC could be applied to 

various periodontology fields in the future.

Key words : calcium aluminate bone cement, particle size, LiF, PMMA, 

calvarial defe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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