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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요약 
 

알렌드로네이트가 임플란트 주위 치조골의 

개조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질소 함유 비스포스포네이트인 알렌드로네이트는 파골세포에 의한 골흡수를 

억제한다. 장골에서 비스포스포네이트가 장골에서 임플란트 주위 골개조를 억제하는 

효과는 많은 연구에서 밝혀졌으나 악골에 관한 효과에 대한 연구는 부족하다. 본 

논문은   알렌드로네이트가 주위 상악골에 식립된 임플란트 주위 골의 재건에 미치는 

영향을 연구하였다. 

30 마리의 수컷 Sprague-Dawley rat의 상악 제1 대구치를 발치한 후 티타늄 

임플란트를 즉시 식립하였다. 4주간 임플란트 주위 골유착이 일어나길 기다렸다가 

실험 동물을 실험군과 대조군으로 나눴다. 실험군에는 6주간 알렌드로네이트를 

1.0mg/kg의 용량으로 주 3회씩 피하 주사하고, 대조군에는 동일한 방법으로 생리적 

식염수를 주사했다. 주는 약물 투여 시작 후 1,2,3,4,6 주에 희생하여 임플란트 주위 

악골의 방사선학적, 조직학적 평가를 시행하였다. 임플란트 주위 치조골의 골면적과 

TRAP 염색에서 양성으로 나타나는 파골세포의 수는 실험군과 대조군 사이에 

유의할만한 차이가 없었다. Lacuna가 비어있는 골세포 수는 4주간 알렌드로네이트를 

투여한 군에서 유의하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 치조골의 개조가 억제되는 것으로 

추정된다. Osteocalcin을 이용한 면역조직형태학적 분석에서는 차이가 없었으며 

알렌드로네이트가 조골세포의 기능을 억제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된다. 

 

                                                                                 

핵심되는 말 : 비스포스포네이트, 알렌드로네이트, 골개조, 임플란트, 악골, 쥐, 

조직학적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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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정상적인 성인 골격에서는 기능적 변화에 적응하여 파골세포(osteoclast), 

조골세포(osteoblast)가 짝을 이룬 골개조(bone remodeling)의 활동성이 균형을 

이룬다. 골다공증은 골흡수에 비해 골생성 기능이 줄어들어 골밀도가 감소하는 

질환이다. 인구의 고령화가 진행되면서 골다공증, 골감소증 환자가 증가하고 있다. 

골다공증 환자의 치료 원리는 파골세포에 의한 골흡수를 억제하여 골치환(bone 

turnover)을 감소시켜 골밀도를 증가시키는 것이다.  

오늘날  골다공증  치료제로서  골흡수  억제제인  비스포스포네이트 

(bisphosphonate)의 투약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골다공증 치료 시 대표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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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방되는 경구 투여용 비스포스포네이트인 알렌드로네이트(alendronate)는 

2003년도에 전세계에서 19번째로 많이 처방된 약제이며, 190 만 명 이상에서 경구 

투여되고 있다.1  비스포스포네이트 투여 환자에서 척추와 비척추성 골절 위험이 

50~60% 감소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비스포스포네이트의 중요하고 명확하게 밝혀진 작용 기전은 파골세포의 작용을 

억제한다는 것이다. 비스포스포네이트는 골조직의 수산화인회석(hydroxyapatite)에 

결합했다가 골흡수가 일어나면 파골세포에 의해 포식된다. etidronate, clodronate, 

tiludronate와 같이 질소 원자를 포함하지 않은 비스포스포네이트는 ATP의 일부분과 

교체되어 파골세포의 ATP 기능을 방해하여 파골세포의 자멸사(apoptosis)를 유발한다. 

pamidronate, alendronate, ibandronate, risedronate, zoledronate와 같이 질소 

원자를 함유한 비스포스포네이트는 farnesyl pyrophosphate synthase(FPPS) 

합성효소를 차단시켜 HMG-CoA reductase pathway(mevalonate pathway)를 억제하며, 

세포막에 필수적으로 부착되는 farnesol과 geranylgeraniol 같은 대사 산물의 형성이 

억제되고, 단백질의 prenylation이 억제되는 동안 세포조절에 필수적인 small 

GTPase를 생성하지 못해 파골세포의 세포골격을 변형시키고 활성과 기능을 

감소시키는 것으로 알려졌다. 질소 함유 비스포스포네이트는 파골세포 전구세포 

(osteoclast precursor)의 분화를 억제하고, 성숙한 파골세포의 기능을 억제하여 

골치환을 느리게 함으로써 골 흡수를 억제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비스포스포네이트는 수산화인회석의 분해를 억제하여 골흡수를 억제하는 작용도 

한다.2-7  

비스포스포네이트는 투여 방법에 따라 경구용과 정맥주사용으로 나뉜다. 

골다공증 등의 치료에는 경구용 약제인 etidronate(Didronel®), resedronate 

(Actonel®), tiludronate(Skelid®), alendroante(Fosamax®) 등이 있다. 정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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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사용은 골조직으로 전이된 악성종양이나 다발성 골수암(multiple myeloma), 

과칼슘증(hypercalcemia) 등의 치료에 이용되고 약제로는 pamidronate(Aredia®), 

zoledronate(Zometa®) 등이 있다.8 질소를 함유한 비스포스포네이트의 골흡수 

억제효과가 더 강하며, 경구용보다는 정맥주사용 비스포스포네이트의 약효가 더 크다. 

비스포스포네이트의 부작용으로 드물기는 하지만 악골괴사(necrosis of the jaw), 

심방세동(atrial fibrillation), 저칼슘증(hypocalcemia), 골재건의 과억제(severely 

suppression of bone turnover), 급성염증 등이 보고되었다.5  

2003 년 Marx 등이 비스포스포네이트를 정맥으로 투여 받는 36 명의 환자에서 

치료 후 비스포스포네이트 관련 악골 괴사(bisphosphonate-related osteonecrosis in 

jaw : BRONJ)가 발생한 것을 처음으로 보고하였다.9 이후 경구 비스포스포네이트 

투여 환자에서도 낮은 빈도이지만 BRONJ 발생이 보고되었다.10 정맥주사용 

비스포스포네이트에 의한 BRONJ의 발생은 1~12% 로 보고되었고, 경구용 

비스포스포네이트는 100만 명 중에 7명의 빈도로 발생한다고 보고되었다.11 ,12 

BRONJ는 비스포스포네이트를 투여 받는 환자에서 두경부 방사선 치료를 받은 

적이 없으면서 악골에 괴사된 골이 노출되어 8 주 이상 지속되는 상태로 정의된다.13 

BRONJ는 초기에는 증상이 없을 수도 있지만 진행되면 감염을 동반한 괴사된 골의 

통증, 부종, 감각이상, 연조직 궤양, 구강 내외의 누공, 상악동염, 치료의 어려움 

등으로 환자의 삶의 질이 매우 저해된다. 

최근 들어 BRONJ의 발생 기전에 관한 연구들이 활발히 진행되고 있긴 하지만 

아직 정확하게 밝혀진 것은 없다. 골 개조의 억제(remodeling suppression), 혈관 

형성(angiogenesis)의 억제, 감염 등의 추정 가능한 원인이 제시되고 있다.14,15 골 

개조 억제 가설의 전제는 악골의 치환율이 매우 빨라서 비스포스포네이트에 의한 

파골 세포 억제 능력이 강력하게 나타난다는 것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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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치, 치주 질환, 치조골 수술을 동반한 치주 치료, 임플란트 시술 등이 BRONJ 

촉발 위험 요소로 간주되는 치과 치료 술식들이다.16 특별한 촉발 요인이 없는 경우도 

있지만 BRONJ 발생과 관련해 가장 많이 보고된 치과 치료는 발치이다. 

비스포스포네이트가 발치 후 창상 치유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여러 동물 실험에서 

발치와의 초기 창상 치유 지연이 BRONJ와 관련성이 있다고 보고되었다.19 하지만 아직 

명확한 기전에 대해서는 의견이 분분하다.  

Marx 등은 비스포스포네이트를 정맥 투여한 119 명의 BRONJ 증례에서 발치 후 

발생이 34.7%로 가장 높고, 임플란트 시술 후 발생한 경우도 4.3%로 낮은 빈도이지만 

비스포스포네이트 투여 환자에서 임플란트 시술 후 BRONJ가 발생할 가능성에 

대해서도 염두에 두어야 함을 주장했다.18  

임플란트 시술과 관련한 비스포스포네이트의 영향에 대해서도 계속 보고되고 

있다. Grant 등의 임상연구에 따르면 임플란트 치료를 받은 458 명중 

비스포스포네이트를 경구 투여한 115 명과 비스포스포네이트를 투여하지 않은 나머지 

환자에서 임플란트 성공률의 차이가 없었다고 보고하였다.19 Madrid등은 

비스포스포네이트를 정맥 투여하는 환자에서 임플란트 시술은 비적응증 이었으나, 

경구 투여 환자에서는 임플란트 단기간 생존율에 영향을 주지 않는 것으로 

보고하였다.20

임플란트와 관련한 비스포스포네이트 영향에 대한 동물 실험에서Giro 등은        

Osseointegrated implant에서 자궁적출술로 골감소증을 유도하면 removal torque 가 

감소하지만, 비스포스포네이트 투여 후에는 removal torque가 유의할 수준으로 

증가한다고 보고하였다.

  

21 Kurth와 Duarte 등은 자궁적출술이 임플란트-골 

접촉(implant-bone contact)과 골밀도를 감소시키지만 비스포스포네이트 투여로 

자궁적출술의 부정적인 영향이 상쇄된다고 보고하였다.22,23 Viera-Negron 등은 

자궁적출술을 시행한 쥐의 상악골에서 비스포스포네이트를 투여하지 않은 대조군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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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플란트 골유착이 저조하나 알렌드로네이트를 투여한 군에서는 X-ray 측정 결과  

bone-implant contact이 향상되는 것으로 보고하였다. 24 

최근에는 초기 치유 기간이 아닌 골재건 시기에 임플란트와 관련된 BRONJ 가 

발생하는 증례가 보고되었다. Lazarovici는 BRONJ가 발생한 27 명의 환자 중 

비스포스포네이트를 경구 투여하는 환자는 11 명이고, 경구 투여 환자 중 6 명은 

임플란트 식립 후 초기 6 개월 이내에 발생한 것으로 보고하였다.25 성공적인 

임플란트 골유착이 일어난 이후에 골재건이 일어나는 시기에 BRONJ가 발생한 증례도 

5 명의 환자에서 보고되었다. 최초로 동물에서 악골의 골괴사를 성공적으로 유발한 

실험은 beagle dog에 3 년간 알렌드로네이트를 투여한 실험 모델로 정상적인 성견의 

골개조 시기에 BRONJ를 발생시킨 것이다.26

 비스포스포네이트의 영향에 대한 다수의 기존 동물 실험은 경골(tibia), 

대퇴골(femur)등의 장골에서 시행되었다. 그러나 악골은 발생학적, 생리학적 특징이 

장골과 다르므로 악골을 이용한 연구 결과의 분석이 필요하다. 자궁적출로 

골다공증을 유도한 원숭이 실험에서는 이반드로네이트(ibandronate)를 투여한 결과 

척추에서는 79%, 장골능에서는 56%, 대퇴골 근심에서는 25%의 골 재건 감소가 

보고하였다.27  15개월간 beagle dog에 골다공증 치료 용량의 알렌드로네이트를 매일 

경구 투여한 결과 새롭게 골개조가 시작된 부위의 감소 정도는 하악골에서는 

15%였으나 늑골에서는 46%였고 경골의 피질부에서는 효과가 없는 것으로 

보고되었다.28 이런 이유로 척추골의 방사선학적 평가나 장골능의 조직 채취 자료를 

토대로 한 임상 자료의 결과를 하악골에 동일하게 적용시키는 데는 한계가 있다. 

또한 전신적인 표지자(systemic marker)를 이용한 골치환율 평가가 많이 연구되고 

있으나 이는 특정 부위의 골개조 활성을 고평가 혹은 저평가할 가능성이 크다.29 

 골재건 시기에 골흡수의 억제로 인한 

골치환 억제가 BRONJ와 연관된 것으로 추정되고 있으나 정확한 기전은 밝혀지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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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임플란트와 관련한 대부분의 연구들은 임상 증례 위주이거나 골유착에 

관련한 초기 단계에 대한 연구들이 대부분이며, 성공적인 골유착이 일어난 후 

골개조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조직학적 연구는 거의 없다. 여러 연구 

결과에서 비스포스포네이트의 투여가 파골 세포의 기능과 활성을 억제하여 골치환을 

감소시키고, 임상적으로 비스포스포네이트의 장기 투여로 골개조가 억제되는 보고에 

의하면 임플란트의 장기적인 예후에도 비스포스포네이트의 영향이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rat 의 상악골에 임플란트를 식립하여 골유착을 일으킨 

이후 비스포스포네이트를 투여하여 임플란트 주위의 골개조에 대한 영향을 

알아보고자 한다. 본 연구의 목적은 골다공증의 치료와 예방에 가장 많이 처방되는 

경구 투여용 비스포스포네이트 제재인 알렌드로네이트를 투여하여 rat 의 상악골에 

식립된 임플란트 주위골의 골개조에 미칠 영향들을 관찰함으로써 비스포스포네이트의 

투여가 성공적인 골유착이 일어난 임플란트 주위골 개조를 억제하는 효과가 있는지를 

알아보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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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재료 및 방법  

 

2.1  실험 동물  

 

30 마리의 수컷 Sprague-Dawley rats(체중 130-140g, 4 주)를 비스포스포네이트를  

투여한 실험군(BP)과 생리 식염수를 투여한 대조군(Con)으로 나누고 투여기간에 따라 

1.2.3.4.6 주로 각각 3 마리씩 나눴다(Table 1). 실험에 사용된 쥐들은 연세대학교 

치과대학 동물실험실에서 사육되었으며 자유롭게 물과 사료를 섭취할 수 있게 하였고 

모든 실험은 연세대학교 치과대학에서 제시하는 동물실험 가이드라인에 맞춰 

시행되었다. 

 

 

Table1. The experimental animals. 

 1week 2week 3week 4week 6week 

Experimental(BP) 3 3 3 3 3 

Control(Con) 3 3 3 3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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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실험 방법 

 

실험군과 대조군의 쥐는 Rompun® (xylazine, 20 mg/ml, 0.5 ml ⁄ kg body mass; 

Bayer, Leverkusen, Germany)과  Zoletil® (tiletamine and zolazepam, 100 mg ⁄ ml, 

0.5 ml⁄ kg body mass; Virbac Lab. Carros, France)을 4:6으로 혼합한 마취제로 

근육 내 주사하여 전신 마취한 후 hemostat을 이용해 상악 우측 제 1 대구치를 

발치하였다.30  발치 후 근심 치근의 발치와에 1.8mm 직경의 round bur로 osteotomy를 

시행한 후 사전 제작한 티타늄 미니 임플란트(Ø2.0 X 2.5 mm)(Fig. 1)의 상부가 

변연골에 도달할 때까지 압입하였다(Fig. 2). 임플란트 식립 후 4주간 임플란트 

골유착이 일어나길 기다린 후 실험군은 알렌드로네이트(Alendronate Sodium Salt, 

Merial Inc., Parramatta, AUS)를 1.0mg/Kg 용량으로 일주일에 3회씩 피하 주사로 

투여하고 1,2,3,4,6 주 후 희생하였다.24,31-33  대조군은 동일한 과정으로 생리적 

식염수를 투여하였다(Fig 3). 실험군과 대조군은 4% 포름알데하이드 

(paraformaldehyde)를 심장에 주사(perfusion fixation)하여 희생한 후 각각 

조직형태학적, 조직면역학적 분석을 시행하였다.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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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 Customized mini implant.  

 

 

 

Fig. 2. Extraction of the maxillary first molar and implantation. 

A : Right maxillary first molar of the rat (arrow). 

B : Extracted maxillary first molar. Arrow indicates mesial root  

C : Extration sockets.  

D : Mini implant was placed in the socket of mesial roo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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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Micro CT scan 

 

실험군과 대조군에서 시기당 하나씩의 개체를 선택해 마이크로 CT 

스캐너(Skyscan 1076, Aartselaar, Belgium)로 촬영하여 조직학적 분석을 위해 

임플란트 주위의 골생성과 방향성을 확인하였다. 마이크로 CT 영상은 50 kV, 

30uA에서 36um 간격의 sagital section 으로 촬영되었다. 

 

 

 

 

 

 

 

Fig. 3. Experimental design. 

 

 

Alendronate 1mg/kg/㎏
Subcutaneous,  3 times/week 

1/2/3/4/6 weeks

Saline 1mg/Kg
Subcutaneous, 3 times/week  

1/2/3/4/6 weeks

BP group Con group

Extraction of first molar

Immediate implantation
4w

eeks

Sacrifice
1/2/3/4/6 week  



 

 

11 

 

2.4. 조직학적 분석 

  

마이크로 CT 촬영 후 모든 표본은 실내온도 4℃에서 10% EDTA 용액으로 2 개월 

동안 탈회를 시행하였다. 탈회된 표본을 통상적인 방법으로 파라핀 왁스에 포매하고 

근원심 방향으로 7 um 두께로 절단하여 슬라이드 제작하였다. 절단된 시편은 

Hematoxylin & eosin (H&E) 염색과 acid phosphatase leukocyte kit (Sigma, St. 

Louis. MO, USA)를 이용한 TRAP(tartrate-resistant acid phosphatase) 염색을 

시행하였다. 염색된 시편을 광학현미경(Leica DM 2500, Leica Microsystems, Germany) 

하에서 관찰하였다. 

H&E 염색에서 임플란트 원심의 관심부위에서 형성된 골의 면적(%)을 Image Pro 

Plus 4.5(Media Cybermetics, Silver Spring, USA)를 이용하여 정량화하였다(Fig. 4). 

같은 부위에서 lacuna 가 비어있는 골세포(osteocyte)의 수를 계측했다. TRAP 은  

파골세포의 생화학적 표지자로 TRAP 염색에서 같은 부위의 TRAP positive cell 을 

계측하였다. 세포수의 계측은 IMT i-solution lite version 8.1 program(IMT i-

solution Inc, Korea)을 사용하였다. 

 

       

Fig. 4. The interested area in the distal side of implant surfa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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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Microarray analysis  

 

비스포스포네이트의 투여 여부가 식립된 임플란트 주변 골에서 DNA 의 

발현양상에 미치는 영향을 보기 위해 Microarray analysis 를 시행하였다. 임플란트 

식립 후 4 주 후부터 6 주간 비스포스포네이트를 투여한 실험군과 대조군에서 

임플란트 주위 골을 채취하여 Microarray analysis 를 시행하였다. 임플란트와 

발치와에서 발현되는 유전자의 비교를 위해 발치 후 임플란트를 식립하지 않고 

발치와가 자연 치유되도록 한 개체를 함께 분석하였다. 

채득된 조직을 RNAlter® Soln(Ambion)에 보존하여 Microarray analysis 를 위해 

Research and Development Division Korea Institute of Toxicology 에 의뢰했다. 

Microarray 는 Rat genome 230 2.0 array(Affymetrix, Santa Clara, USA)을 이용하여 

진행되었다.  

 

 

2.6. 면역조직형태학적 분석 

 

파골세포의 활성과 연관된 조골세포의 기능과 혈관 형성의 변화를 알아보기 위해 

angiopoietin 1과 osteocalcin의 항체를 이용해 염색한 후 관찰하였다. 

Angiopoietin1 은 ANG1 antibody(Abbiotec LLC, San Diego, CA, USA) kit으로, 

osteocalcin은 Osteocalcin FL-100(Santa cruz biotechnology, Santa cruz, CA, USA) 

kit으로 처리한 후 광학현미경으로 관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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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 통계학적 분석 

 

골면적(%), empty lacuna의 수, TRAP 양성 세포수의 평균과 표준편차를 

계산하였다. 실험군과 대조군 사이에 유의한 차이가 있는지를 비교하기 위해 SPSS 

version 18.0 Program(SPSS ver. 18.0, IBM, NY, USA)을 이용하여 통계 처리하였다. 

실험군과 대조군의 시기에 따른 차이를 보기 위해 repeated measures of ANOVA를 

시행하였고, independent t-test로 동일 시기별 실험군과 대조군의 차이를 

분석하였다(p<0.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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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결과 

 

전체 30마리 중 대조군 1주 투여군 중 한 마리가 임플란트 시술 시 사망하였으며, 

대조군 3주 투여군 중 한 마리와 비스포스포네이트 6주 투여군의 한 마리가 시술 후 

치유과정 중에 사망하였다. 나머지는 모두 정상적인 사육 과정을 거쳤으며 치유 과정 

중 특이한 합병증이 없었다. 6주 투여 실험군과 대조군에서 각각 하나씩의 표본을 

선택하여 microarray 분석을 시행하여, 6주 투여군은 통계처리에서 제외하였다. 

  

3.1. Micro CT scan 

 

1,2,3,4 주 투여군에서 한 마리씩 선택하여 micro CT를 촬영하여 골형성과 

조직학적 평가를 위한 시편 제작에 적절한 방향성을 결정하였다(Fig. 5). micro CT로 

촬영하여 관찰한 결과 임플란트의 원심측에서 비교적 균일한 골생성이 관찰되었다.   

 

 
Fig. 5.  Micro CT images.  

Buccopalatal sections of implant site(B: buccal side, P: palatal side,  

BP: bisphosphonate group, Con: control grou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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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조직학적 평가  

 

골유착이 일어난 임플란트 주위골의 치환을 확인할 수 있는 파골세포, 조골세포, 

mesenchymal cell, 혈관을 포함한 marrow spaces가 임플란트 주위에서 관찰되었다.35 

H&E 염색 후 광학현미경에서 100배 배율 하에 임플란트 원심에서 300㎛까지의 영

역에서 확인되는 골의 면적을 측정한 후 단위 면적당 골면적 비율을 %로 정량화하였

다(Fig. 6, 7). 측정 결과 실험군과 대조군에서 통계학적인 유의차는 없었다. 또한 

약물 투여 기간에 따른 차이도 없었다(p>0.05). 6주 투여군은 측정된 개체가 1마리씩

이어서 통계 처리에서는 제외하였으나 측정치가 48.2%로 다른 군과 유사한 결과를 보

였다. 

H&E 염색 표본을 100 배율로 관찰하여 골 생성 비율을 관찰한 부위와 동일한 영

역에서 lacuna가 비어있는 골세포의 수를 세어 단위 면적당 수로 계산하였다(Fig.8). 

측정 결과 비스포스포네이트를 투여한 군이 대조군에 비해 비어있는 lacuna의 수가 

많고 시간이 경과하면서 증가하는 경향을 보였으나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는 없었다. 

시기별로 실험군과 대조군을 비교한 결과 empty lacuna의 수가 4주간 투약한 군에서 

유의차가 있었다(p<0.05)(Fig. 9). 6주 투여군에서는 17.1로 4주 투여한 군보다는 약

간 낮은 수치를 보였으나 1,2,3주 군보다는 약간 높은 값이었다. 

동일 부위에서 TRAP 양성 반응을 나타내는 파골 세포의 수를 측정하여 단위 면적

당 세포수로 계산하였다(Fig. 10). 비스포스포네이트를 투여한 군과 대조군 간에 유

의한 차이는 보이지 않았다. 투여 기간에 따른 유의한 차이도 없었다(Fig.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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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6. Histologic images of H&E stained section. 

A : H&E stained section of lower magnification(x12.5) of the bisphosphonate 

group after 6week administration.  

B : H&E stained images of blue box area at various duration of administration 

of bisphosphonate(x100). 

A 

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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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7. Measurement of bone area (%) in distal side of implant. 

 

 

 

Fig.8. Empty lacuna count in H&E stained section (x100).  

Arrows indicate empty lacunas. 

A : Control group of 4-week administration of saline. 

B : BP group of 4-week administration of bisphosphonate. 

 

 

 
Fig. 9. Empty lacuna cell cou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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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 10. Histologic images of TRAP stained sections(x100). 

A: TRAP stained images of blue box area at various duration of administration 

of bisphosphonate(x100). 

B: Arrows indicate TRAP positive cells. Left: BP group, 1week, Right: BP group, 

6week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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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1. TRAP positive cell count. 

 

 

3.3. Microarray  

 

약물을 6주 투여한 실험군과 대조군에서 각각 선택한 한 개씩의 표본으로 

microarray를 시행한 결과 대조군과 비교하여 실험군에서 up & down  regulation된  

유전자는 Table 2와 같다. 

 

 

3.4. 면역조직형태학적 분석 

 

Microarray에서 실험군과 대조군의 signal의 유의한 차이가 없었던 

angiopoietin1을 항체를 이용해 염색한 결과 실험군과 대조군에서 뚜렷한 차이가 

없이 혈관벽을 따라 염색성이 관찰되었다(Fig.11). 조골세포의 biomarker인 

osteocalcin을 항체를 이용해 염색한 결과 실험군과 대조군의 차이가 없이 

조골세포의 세포질과 remodeling cavity에서 관찰되었다(Fig.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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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2. Microarray analysis. 

Up regulation Down regulation  

Fgf9(2.19) Klf5(-5.48) 
Sost (2.94) Ceacam1(-3.62) 

Bmp2 (2.01) Pitx1 (-6.82) 
IL1β (8.73) Angptl2(-1.17) 

That showed prominent disparity compared to control group. 
Fgf9; fibroblast growth factor 9, Klf5; Kruppel-like factor 5,Sost; sclerostin, Bmp2; bone 
morphogenetic protein 2,Pitx1; paired-like homeodomain transcription factor 1 ,IL1β; Interleukin 
1beta, Angptl2; Angiopoietin-like 2  
 
 

 
Fig. 12. Immunohistochemical staining of angiopoietin1(x200). 

Arrows indicate stained angiopoietin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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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3. Immunohistochemical staining of osteocalcin(x200). 

Arrows indicate cytoplasm of osteoblast and margin of remodeling cav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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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토의 

 

2005 년 미국 FDA는 모든 비스포스포네이트 제제에 악골 괴사의 위험성을 

알리는 문구를 삽입하도록 하는 등 치의학 분야에서 비스포스포네이트가 새로운 관심 

분야로 부각되고 있으나 아직까지 이러한 문제점들에 대한 원인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알려져 있지 않다. 정맥 주사용 비스포스포네이트에 비해 경구 투여용 

비스포스포네이트의 부작용은 적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하지만 장기간 경구 투여용 

비스포스포네이트를 복용하는 환자의 수가 많아지고 낮은 빈도이지만 경구 투여로 

인한 악골 괴사 발생 증례가 보고되고 있으므로 경구 투여용 비스포스포네이트 복용 

환자에 대해서도 치과 치료 시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 임상적으로 경구 투여용 

비스포스포네이트를 3 년 이상 복용한 환자에서 악골 괴사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되고 

있으며, 이런 환자의 침습적 시술 3 개월 전에 비스포스포네이트의 투약을 중지하는 

것이 권장된다.1,36 

경구 투여용 비스포스포네이트의 장기 복용 후 악골 괴사가 일어난 증례 보고와 

동물 실험에서 추정되는 기전에 대한 연구는 꾸준히 보고되었다.9,10,12,13,19 

임플란트의 초기 치유 과정에 비스포스포네이트가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도 동물 

실험과 임상 증례로 보고된 바 있다.21-23 Zuffetti 등은 사람에서 임플란트 표면에 

비스포스포네이트를 도포해 식립한 후 골유착이 된 후에trephine bur를 이용해 

제거한 임플란트 시편의 조직학적 관찰을 한 실험에서 대조군보다 임플란트-골 

접촉(implant-bone contact)이 증가하였다고 보고하였다.37

임플란트의 초기 치유에 대한 동물 실험에서 Kurth 등은 비스포스포네이트로 

 임상적으로도 비스포스포 

네이트의 경구 투여가 임플란트의 단기간 성공율에 차이를 보이지 않는 것으로 

보고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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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유착이 향상 된다고 보고하였고, Chacon 등과 Narai 등은 비스포스포네이트가 

removal torque를 증가시킨다고 보고하였다.21,38.39  하지만 이들 실험은 악골이 아닌 

장골에 임플란트를 식립한 방법으로 자궁적축술 등으로 유도된 골다공증 정도와 

비스포스포네이트가 bone turnover에 미치는 영향이 부위마다 다르므로 악골에서도 

같은 결과를 예상하기 어렵다.  

동물 실험에서 Rat model은 다수의 연구에서 이용되고 있다. 기존 연구에 의하면 

rat model 에서 임플란트 시술 후 5 일이면 new bone formation이 나타나고, 

28 일이면 osseointegration이 된다고 보고되었다.31.32 비스포스포네이트가 임플란트 

시술 후 초기 치유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는 여럿 있지만 골개조기에 관한 

연구는 부족하다. 임플란트의 골유착이 일어난 후 골개조를 통해 임플란트 주위골의 

형태 개조와 강화가 일어난다. 일반적으로 골개조 과정은 파골세포 활성화, 골흡수, 

조골세포 활성화, 새로운 골조직의 광화라는 4 단계 과정을 거친다. 본 동물 실험 

모델에서는 rat의 상악골을 이용하여 임플란트를 시술한 후 4 주간의 새로운 

골형성을 기다린 후 골개조 시기부터 비스포스포네이트를 투여하여 조직학적인 

분석을 시행하였다.  

이전의 여러 연구들에서 비스포스포네이트의 종류와 용량, 투여 기간, 투여 

방법에 따라 비스포스포네이트의 효과가 다양하게 보고되었다.24,40,41

H&E 염색된 시편을 관찰한 결과 골유착이 일어난 임플란트 주위 치조골의 

골치환을 확인할 수 있는 파골세포, 조골세포, mesenchymal cell, 혈관을 포함한 

marrow spaces가 임플란트 주위에서 관찰되었다. 이런 현미경 관찰 소견은 하중을 

받지 않는 임플란트 주위골에서 90 일이 지난 후에도 골수 조직이 관찰된 Franchi 

등의 관찰과 일치하며 생물학적 골치환이 일어나고 있음을 의미한다.

 본 실험에서는 

골다공증 치료에 가장 많이 처방되는 알렌드로네이트를  고농도로 주 3 회 피하 주사 

했다.  

 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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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플란트 주위 골의 형성을 평가하기 위해 측정한 골면적은 실험군과 대조군에서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6 주간의 비스포스포네이트의 투여 기간은 골흡수 

억제를 골면적으로 정량화하여 확인하기에 짧은 기간으로 판단된다. 

비스포스포네이트의 명확한 효과인 파골세포의 억제를 확인하기 위해 TRAP 

염색으로 파골세포의 수를 측정한 결과 실험군과 대조군에서 유의차는 없었다. 

질소함유 비스포스포네이트의 임상적 효능은 파골세포의 자멸사(apoptosis)를 

촉진하여 파골세포 수가 감소된 결과로 알려져 있다.2,4,7 그러나 질소 함유 

비스포스포네이트를 투여 받는 환자의 해면골 시편에서 관찰된 파골세포의 수가 거의 

변화가 없다는 연구 결과도 보고된 바 있으며, 이는 생체에서 비스포스포네이트의 

작용 기전이 기존의 가설과 다를 수 있음을 의미한다.42,43 비스포스포네이트의 투여가 

골절 억제 효과가 있으나 파골세포 수를 감소시키지 않는다는 불일치 때문에 

골흡수의 조직형태학적 지표(histomorphometric index)가 부정확하다고 여겨졌다. 

게다가 정상인에서 해면골 경계부에서 파골세포는 1% 미만으로 관찰되므로 

파골세포의 감소를 인지하기가 어렵다.44 정상적인 상태에서는 파골세포의 수가 

골흡수를 나타내는 신뢰할만한 지표로 여겨진다 .

생체에서 비스포스포네이트로 유도된 골흡수 억제에 파골세포의 자멸사가 

필요하지 않다는 연구 결과도 보고되었다.

45 

46 Beagle에 비스포스포네이트를 투여한 

결과 파골세포의 수명이 길어져서  파골세포의 숫자가 늘었다는 보고도 있다.47 

2009 년 Weinstein 등은 알렌드로네이트의 투여 용량에 따라 파골세포의 숫자가 

증가하며, 파골세포 중 ⅓정도가 거대(giant osteoclast) 라고 보고하였다.44 본 

실험에서 시행한 TRAP 염색에서 파골세포 핵의 자세한 관찰은 곤란하였다.48 

알렌드로네이트의 투여용량이 증가했을 때 정상 형태의 파골세포 수가 증가하였지만 

생화학적 표지자(biochemical marker)가 감소하고 골밀도가 증가한 것은 정상 형태의 

파골세포가 골흡수를 원활하게 일으키지 못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런 기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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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결과는 질소함유 비스포스포네이트가 파골세포의 숫자 감소 없이 골흡수를 

억제하며 cancellous bone에서는 파골세포의 수가 증가할 수도 있음을 제시한다. 본 

실험에서 파골세포의 수적인 차이는 없었으며 파골세포 활성의 변화를 확인하기 

위해서 tunnel stain 등의 추가적인 연구가 필요하다.45 

골조직의 외상 후 정상적인 초기 치유 과정에서 관찰되는 lacuna가 비어있는 

골세포(empty lacuna)는 치유가 진행되면서 파골세포에 의해 분해되고 조골세포에 

의해 새로운 골세포로 대체되면서 점차 줄어든다고 보고되었다.34,49 최근 연구에서 

비스포스포네이트의 투여로 골개조가 억제되면서 empty lacuna가 줄어들지 않는다는 

결과가 보고되었다.50,51   본 실험에서는 비스포스포네이트를 4 주간 투여한 군에서 

empty lacuna의 유의한 증가를 관찰하였다. 이런 결과는 비스포스포네이트의 투여로 

파골세포의 기능이 억제되면서 골개조가 억제되었기 때문으로 추정할 수 있다. 또 

다른 가능성으로는 비스포스포네이트에 의한 혈관 형성 억제 효과로 인해 식세포 

작용을 하는 파골세포나 대식세포, 단세포 등의 이주가 감소된 결과일 수 있다. 본 

실험의 제한적인 결과에서 혈관 생성 및 유지에 차이가 없었다. 이런 결과는 이전에 

비스포스포네이트 연관 악골괴사와 유사한 병소를 유발시킨 기존 연구 결과와 

같다.50,51

(BGLAP)으로 알려져 있으며 골과 상아질에서 발견되는 비콜라겐성 단백질이다. 

osteocalcin은 조골세포, 상아아세포(odontoblast)에 의해서만 분비되는 γ-Gla 를 

 초기 치유가 아닌 골개조기에 나타난 empty lacuna의 증가는 임플란트로 

구강 내를 수복 후 골개조기의 실패(late failure)와 연관이 있을 수 있으나 아직 

정확한 기전에 대해서는 밝혀진 바가 없다.  

비스포스포네이트가 파골세포의 형성과 기능을 억제하는 것은 많은 연구에서 

밝혀졌지만  골개조  시에  짝을  이루는  조골세포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는 

부족하다. 본 연구에서 조골세포의 활성과 기능을 확인하기 위해 osteocalcin을 

이용하였다. Osteocalcin은 bone gamma-carbocyglutamic acid-containing prote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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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함하는 골격의 산성단백질로 생체의 대사 조절 기능과 함께 골조직 생성 작용이 

있다고 생각된다. Osteocalcin을 구성하는 γ-Gla는 비타민 K 의존성 γ-

카르복시화효소의 작용으로 글루탐산에 CO2 1분자가 결합된 아미노산이다. Gla는 

2개의 카르복실기를 개재하여 수산화인회석 결정의 Ca2+ 와 킬레이트 결합한다. 

조골세포에 의해 합성된 osteocalcin은 수산화인회석 결정과 함께 골조직에 침착 

된다. Osteocalcin은 골의 광화와 칼슘 이온의 항상성 유지 기능 외에도 insulin 

분비와 관련해 hormone으로 작용한다. Osteocalcin은 골조직에서뿐만 아니라 

혈장에서도 관찰할 수 있다.  Osteocalcin은 조골세포에서 생산되므로 흔히 골형성의 

표지자로 이용된다. 골다공증 치료를 위한 anabolic bone formation drug 치료 시 

혈장내 osteocalcin 농도의 증가와 골밀도의 증가가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52-54 

실험군과 대조군에서 osteocalcin 항체를 이용한 염색에서 골개조가 일어나는 변

연 부분과 골수강을 둘러싼 조골세포의 세포질에서 염색된 osteocalcin이 확인되었으

며 염색성의 차이는 없는 것으로 관찰되었다.55 이런 결과로 비스포스포네이트의 투여

가 osteocalcin의 생성 분비에 영향을 주지 않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것은 Hirao 등

이 23명의 폐경기 여성에서 알렌드로네이트를 1년간 투여한 후 혈중 osteocalcin의 

농도와 대퇴골 경부의 골밀도를 연구한 결과 알렌드로네이트의 투여는 골밀도는 증가

시키지만 혈중 carbocylated osteocalcin의 농도에 영향이 없는 것으로 나타난 결과

와 같다.56 

García-Moreno 등은 정상적인 인간 조골세포 배양 시 알렌드로네이트의 영향에 

대해 보고하였고, Coxon 등은 아미노기를 함유한 비스포스포네이트가 조골세포의 

분화, 기능 생존에도 영향을 미칠 것 같다고 보고하였으나 그에 대한 정확한 기전은 

확실하지 않다.57,58 한편, Garcia-Moreno 등은 알렌드로네이트가 정상적인 인간 

조골세포의 생활력, 세포증식, 무기질 침착 능력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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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하였으며, Reinholz 등은 인간 조골세포를 대상으로 한 실험에서 

졸레드로네이트(zoledronate)가 조골세포의 분화와 골 형성 능력을 증가시킨다고 

하였고, Chaplet 등은 졸레드로네이트가 조골세포의 분화와 골형성 능력을 

증가시킨다고 보고하였다.57,59,60 그러나 Naidu 등은 조골세포의 생활력과 기능에 

알렌드로네이트와 졸레드로네이트가 미치는 영향을 연구한 결과 저농도에서는 

세포독성이 나타나지 않고 약물의 농도가 증가되면 세포의 활성이 현저히 감소한다고 

보고하여 서로 상반된 결과를 보이고 있다.61 본 실험 결과는 비스포스포네이트가 

조골세포의 분화, 기능을 억제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각 실험에 따른 이러한 

차이는 실험재료로 사용된 배양세포와 실험 동물의 차이, 약물의 종류, 농도와 관련이 

있는 것으로 생각된다.  

비스포스포네이트가 신생 혈관 형성을 억제한다는 기존의 연구가 있으나 

악골에서 관찰한 연구는 없다.62 혈관 생성과 관련된 angiopoietin 1의 관찰 결과에서 

실험군과 대조군에서 두드러지는 차이는 관찰되지 않았으며 혈관벽을 따라 고르게 

염색성을 보였다. 6주간의 비스포스포네이트의 투여로 microarray 분석과 

면역조직화학적 염색 결과에서 기존 혈관의 안정성에 주로 관여하는 angiopoietin 

1의 변화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Microarray 분석 결과 angiopoietin-like 2의 경우 

비스포스포네이트 투여 군에서 1/2로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신생 혈관 생성과 

관여해 주된 기능을 하는 angiopoietin 2를 이용한 추가 연구로 비스포스포네이트가 

신생 혈관 생성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확인이 필요하다.   

본 실험에서 투여기간이 짧다는 제한점 내에서 비스포스포네이트의 투여로 혈관 

형성이 억제되지 않았으며, empty lacuna는 시간이 경과하면서 증가한 것으로 

관찰되었으므로 골개조의 억제가 empty lacuna 증가의 요인으로 추정된다. 

비스포스포네이트의 투여로 골세포의 괴사 상태인 empty lacuna가 증가하고 

골형성과 파골세포의 수, 혈관 형성 및 유지에 차이가 없다는 본 실험의 결과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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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치환이 억제되어 골 흡수가 억제된 상태를 의미한다. 비스포스포네이트가 

파골세포에 직접적으로 작용하는 외에 수산화인회석의 분해를 억제해서 골흡수를 

억제하는 기전도 작용하는 것으로 추측된다. Microarray 분석 결과 골형성에 

작용하는 BMP2 의 증가와 함께 골형성을 억제하는 Sost 유전자도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나므로 비스포스포네이트의 골개조 억제 효과는 다양한 기전에 대한 추가적인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비스포스포네이트의 작용은 투여 기간에 따라 특이적으로 나타난다. 매일 

알렌드로네이트를 경구 투여한 Beagle dog의 하악골 관찰에서 6개월 후에는 피질골 

내부의 골개조 억제 효과가 매우 낮았으나 3년 후에는 67% 감소한 것으로 

보고되었다.28 비슷한 시간 경과에 따른 억제효과는 알렌드로네이트를 투여한 늑골의  

피질골에서 초기 1년간은 효과가 없었으나 3년 후 85% 정도였다는 보고에서 유사한 

결과를 보인다. 63 척추와 대퇴골 경부의 해면골에서는 1년 후 70%까지의 골개조 억제 

효과를 보였으나 3년 후에도 유사한 결과를 보였다. 해면골에서는 초기에 골개조 

억제가 크게 나타나고 장기간 투요 후에는 일정하게 유지되는 양상이지만 

피질골에서는 초기에 골개조 억제 효과가 크지 않으나 장기간 투여 후 효과가 커지는 

것으로 보고되었다. 본 실험에서 비스포스포네이트를 투여한 6주간은 골개조 억제 

효과를 확인하기에 짧은 기간으로 생각되며 이후에 투여 기간을 길게 늘린 연구가 

필요하다. 

골조직의 세포, 특히 골세포는 기계적 부하에 민감해서 부하가 가해지면 

증식하고 기질을 합성하며, cytokine, NO, PGE2, 기타 growth factor를 발현한다.64,65  

본 연구는 부하를 가하지 않은 임플란트 주위 골조직에서 비스포스포네이트의 영향을 

실험적으로 관찰하였으나 실제적으로 임플란트를 사용중인 환자의 구강내에서는 

가시지는 부하에 의해 골개조에 관여하는 다양한 인자들의 반응이 다를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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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스포스포네이트의 장기 투여에 따른 합병증으로 골치환이 지나치게 억제되어 

작은 손상부의 치유가 되지 않고 축적되는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66 골개조가 억제된 

결과 작은 손상부의 축적(microdamage accumulation)이 2~7배 정도 증가하면 골 

강도(bone strength)의 감소 없이 인성(bone toughness)이 20% 정도 감소한다고 

보고되어 있다.67 손상 축적뿐만 아니라 장기적으로 과도하게 골치환이 억제되면 

골광화가 과도해지고 골조직의 탄성이 감소해서 골 인성의 감소를 야기할 수 있다.68 

Whyte 등69은 6년간 파미드로네이트(pamidronate)를 투여한 후 유발된 골화석증에 

대하여 보고하였으며, 3~8년 동안 알렌드로네이트를 투여 받았던 9명의 환자들에서 

자발적인 골절이 발생된 후 골유합이 지연되었으며 조직 검사상 골 형성지표가 

심하게 억제되어 있는 소견이 보고되었다. Odvina 등70은 비스포스포네이트의 장기 

투여 시 골치환의 과도한 억제에 대하여 언급하였고, Visekruna 등71은 

비스포스포네이트에 의한 과도한 골치환 억제에 의해 비정상적으로 골절이 되기 

쉽다고 하였으며, 이러한 골치환의 억제 정도는 개인에 따라 차이가 있으며 장기간의 

비스포스포네이트 투여에 대해 안전성에 의문을 제기하였다. 장기간 

비스포스포네이트를 투약받아 골치환이 억제된 환자의 악골에서 부적절한 임플란트 

보철물의 설계로 인해 과도한 하중이 임플란트 주위골에 전달되면 장기적인 

임플란트의 수명을 감소시킬 것으로 예상된다. 비스포스포네이트 투여가 임플란트의 

후기 실패에 관여하는 인자 중 과도한 골치환 억제와 부적절한 하중이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추정된다. 

본 연구는 실험군별 개체수가 적고 약물 투여 기간이 짧았다는 제한점을 가지고 

있지만 비스포스포네이트의 투여가 임플란트 주위골의 개조에 영향이 있음을 

확인했다. 비스포스포네이트가 파골세포의 수적 감소 없이 분화와 활성을 억제하는 

기전과 empty lacuna 가 증가하는 원인에 대한 추가적인 연구가 필요하다. 골감소증 

경향이 있는 노년 인구에서 예방적인 비스포스포네이트의 장기적인 투여가 골개조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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억제하여 골절의 위험을 줄이는 효과가 있으나, 악골에서 임플란트 치료 시 장기적인 

합병증을 유발할 수 있으므로 기전에 대한 후속 연구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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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결론 

 

본 연구는 rat의 상악골에 임플란트를 식립 후 골유착이 일어나도록 4주간 

기다린 다음 비스포스네이트 제제인 알렌드로네이트를 1,2,3,4,6 주간 투여하여 

생리적 식염수를 투여한 대조군과 비교하였다. Micro CT를 이용하여 골형성을 

평가하고 H&E 염색과 TRAP 염색을 통한 조직형태학적 분석과 Microarray, 

면역조직형태학적 검사를 시행하여 실험의 제한된 조건하에서 다음과 같은 결과를 

얻었다.  

 

1. 조직적 분석을 통한 골면적(%)은 실험군과 대조군에 차이가 없었다. 

 

2. Empty lacuna의 수는 실험군의 4주 투여군에서 통계학적으로 유의차가 있게 

증가하였다.  

 

3. TRAP positive 세포 수는 실험군과 대조군 간에 유의한 차이는 없었다.  

 

4. 조골세포의 활성을 확인하는 osteocalcin 의 면역조직화학적 염색에서 실험군과 

대조군의 차이는 관찰되지 않았다.  

 

5. 혈관 형성과 관련한 angiopoietin 1의 면역조직화학적 염색에서 실험군과 

대조군의 차이는 관찰되지 않았다. 신생 혈관 형성과 관련한 angiopoietin-like 2 

유전자는 microarray 분석에서 6주간 투여한 대조군에서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6. 이상의 결과로 비스포스포네이트의 투여로 골개조 억제 효과가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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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urpose : The nitrogen-containing bisphosphonate alendronate inhibits of 

osteoclast-mediated bone resorption. The effect of bisphosphonates on the bone 

remodeling around implants in jaw bone remains unclear in contrast to the many 

reports using long bones. 

This study evaluated whether alendronate influences bone remodeling around 

titanium implants on animal model using rat maxilla. 

Material & Methods : The maxillary first molars were extracted and customized 

titanium implants were placed immediately in 30 Male Sprague-Dawley rats(4weeks 

old). The animals divided into experimental(BP) and control groups. BP group 

rats were subcutaneously injected with alendronate(1.0mg/kg) 3 times a week f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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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weeks, starting 4 weeks after implantation. Control group rats were injected 

with physiological saline instead of alendronate. Rats were euthanized 1,2,3,4 

or 6 weeks after starting of injection, and maxillary bones were collected. 

Alveolar bone remodeling around the implants evaluated by radiographic and 

histologic analyses. And microarray and immunohistomorphologic  analyses were 

obtained. 

Result : Bone area(%) around implant did not differ between BP group and 

control group, but the amount of empty lacuna was significantly increased in BP 

group than in control group at 4 weeks after starting of injection. TRAP 

positive cell count and immunohistomorphologic analysis of osteocalcin and 

angiopoietin 1 result in values at the same level as control group. 

Conclusion :  Alendronate may not decrease the amount of osteoclast. But the 

significant increase of the amount of empty lacuna in BP group may explain 

suppression of bone remodeling in the BP rats. No differences of 

immunohistomorphologic analysis of osteocalcin between BP group and control 

group showed that alendronate may not inhibit the function and activity of 

osteoblas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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