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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요약 

 

백서 피하에서 Recombinant Human Bone Morphogenetic Protein-2의 

전달체로서 나노칼슘설페이트의 골형성효과에 관한 연구 

 

골형성 단백질(Bone Morphogenetic Protein, BMP)의 이상적인 전달체를 찾

기 위한 여러 연구들이 있었다. 그러나 나노칼슘설페이트를 recombinant 

human BMP-2(rhBMP-2)의 전달체로 사용했을 때 골형성효과에 대한 연구

는 많지 않다. 이 연구의 목적은 외과적으로 형성된 백서 등쪽 피하에서 나노칼

슘설페이트의 rhBMP-2 전달체로써의 골형성 효능을 평가하고자 하는 것이다. 

총 10마리의 백서를 이용하여 실험을 시행하였으며, 등쪽 부위에 5개의 피

하공간을 형성하였다. 각각의 군은 (1) sham-surgery control (2) nCS only 

control (3) rhBMP-2/nCS (4) rhBMP-2/Bio-Oss® (5) rhBMP-2/Collatape® 

이다. 2주와 4주간의 치유 기간 후 희생하여 조직학적 및 조직계측학적 분석

을 시행하였다. 

rhBMP-2를 적용한 실험군에서는 전달체의 종류에 상관없이 모든 대조군

보다 유의성 있는 신생골 형성을 보였다. 신생골의 양은 모든 실험군에서 2주

에서 보다 4주에서 더 많았다. 4주에서 신생골 형성량은 rhBMP-2/Bio-Oss 

가 가장 많았으며, rhBMP-2/Collatape®, rhBMP-2/nCS 순으로 신생골이 형

성되었다.  

본 연구 결과에 따르면, 전달체로 Bio-Oss®, Collatape®을 사용했을 때보다 

전달체로 나노칼슘설페이트를 사용하여 rhBMP-2를 적용하였을 때 신생골 형성

이 적게 이루어졌으나, 백서 배부 피하층이라는 이소성 골 형성 조건하에서 나노

칼슘설페이트가 rhBMP-2에 대한 전달체로의 사용가능성을 보여주었다. 

 

핵심되는 말: 나노칼슘설페이트, 골형성단백질, 골형성, 전달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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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서 피하에서 Recombinant Human Bone 

Morphogenetic Protein-2의 전달체로서 나노칼슘

설페이트의 골형성효과에 관한 연구 

 

(지도 정문규 교수) 

연세대학교 대학원 치의학과 

이  선  규 

 

I. 서론 

 

치주질환을 비롯하여 여러 원인에 의해 악골의 일부가 상실되고 자생적 회복을 

이룰 수 없는 경우 이식골과 다양한 골대체용 생체재료가 응용되고 있었다. 

하지만 이들은 양호한 생체적합성 및 골 전도성에도 불구하고 골유도능이 

결여되어 만족할만한 골형성을 얻지는 못하고 있었다. 이에 골유도능을 지닌 

골형성 단백질(bone morphogenetic protein)을 이용하여 원하고자 하는 골 

형성을 얻어내는데 많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1]  

골형성 단백질(bone morphogenetic protein(BMP))은, 1971년 Urist[2]에 

의해 발견되었는데, 탈회된 골편을 쥐의 피하조직에 이식한 경우 이식편 주위로 

이소성 골 형성이 일어나는 것을 관찰하고 골내에는 골 형성에 기여하는 특정 

단백질이 있다고 하였으며, 이를 골형성 단백질(BMP)이라고 명명하였다. 1980년 

BMP가 4M Guanidine HCL에 의해 골조직으로부터 추출 가능하다는 사실이 

Takaoka에 의해 보고되면서 BMP를 정제하기 위한 다각적인 시도가 이루어져, 

다양한 정제분리법에 의해 BMP의 추출이 가능하게 되었다.[3] 정제된 BMP는 

생화학적 특성에 의해 Osteogenin, Osteogenic protein, Osteoinducing fact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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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으로 명명되었으나, 1988년 Wozney 등에 의해 BMP의 유전자 구조가 

밝혀지게 되면서 다양하게 불리던 골형성인자는 BMP로 단일화되어 불리고 

있다.[4] 

유전자 재조합 기술의 발전으로 DNA 서열을 복제하여 재조합 인간 골형성 

단백질(Recombinant Human Bone Morphogenetic Protein , rhBMP)을 합성할 

수 있게 되었다. 일련으로 수많은 rhBMP의 연구를 통해, 자가골과 비교하여 

rhBMP-2가 안전하고 효과적인 재료라는 것을 보여주었다.[5-7] 

rhBMP를 합성한 이후, 현재까지 알려진 BMP는 약 20여종에 이르고, 이들은 

30~38kDa의 homodimer로 400~525개의 아미노산으로 이루어진 prepropetides에서 

합성되어 분비전에 다양한 길이로 절단된다.  

BMP의 주된 기능으로 잘 알려진 이소성 골형성과정은 기시기, 촉진기, 

유지기로 구분되며, 이는 미분화간엽세포의 화학주성적 이동 및 증식, 

조연골세포로의 분화, 연골세포의 비대화, 혈관의 침습, 연골기질의 석회화, 

골형성 및 골 개조, 조혈골수를 지닌 소골형성단계로 진행된다.[8] 특히 BMP-

2는 직접 신경능세포를 발육시킬 수 있고, 연골모세포 및 골모세포를 유도할 수 

있는 능력을 가져서, 주변의 미성숙 간엽세포를 골형성세포로 분화시키며, 

골형성을 자극하고 조절할 수 있다.[9] 이러한 BMP의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적절한 양과 농도, 적용시간 등이 중요하다고 하였다. BMP를 전달체에 

적용시킨 후 골형성을 위한 최소한의 농도를 알아보기 위한 실험이 1~800μg 

범위에서 비글견, 백서, 양, 설치류 등에서 연구되었다.[10-12] 

BMP를 임상에 쉽게 적용하기 위해 다양한 시도들이 이루어지고 있지만, 

현재까지는 액상으로 공급된다. 따라서 BMP 자체만을 적용하면 조작성이 좋지 

않을 뿐만 아니라, 매식부위로 확산되어 빨리 흡수되기 때문에 골형성을 유도하기 

힘든 점이 있다.[13]  

이처럼 고도로 정제된 성장인자는 체내에서 쉽게 확산되어 소실됨에 따라, 

성장인자가 표적세포에 적절히 작용할 수 있도록 성장인자를 서서히 그리고 

지속적으로 방출시킬 수 있는 매개체가 요구된다. 이를 전달체(carrier)라 하며, 

전달체(carrier)는 성장인자와 결합이 잘되고, 생체친화성 또한 양호해야 한다. 



 

3 

전달체는 골형성이 이루어지면서 흡수되어 소실되거나 골과 일체화를 이룰 수 

있는 것이 필수적이다. 

따라서 이러한 특성을 지향하는 이상적인 전달체를 찾기 위해 calcium 

sulfate[14], tricalcium phosphate(TCP)[12], collagen[15], polylactic acid 

polymer[16] 및 다양한 동종골 및 이종골 등을 통한 연구들이 진행되었다. 

일반적으로 absorbable collagen sponge는 공간이 유지되는 결손부에서는 매우 

효과적인 전달체이나, 공간을 유지하는 능력이 부족하여 압력에 의한 공간유지가 

와해되는 결과가 초래될 수 있으며, β-TCP는 압력에 의해 쉽게 와해되지 않는 

공간유지능력을 보였으나, 흡수가 지연되어 신생골 형성을 방해하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또한 calcium sulfate 제재인 plaster of paris는 전달체 중 가장 

오랫동안 사용되어왔고 많은 임상연구들은 calcium sulfate가 골 결손부 치료에 

좋은 결과를 나타낸다고 보고하였으나, 매우 빠른 흡수율을 나타내며 4주가 

지나면 거의 남아있지 않는 것이 가장 큰 단점이다.[17] 이러한 성질 때문에 골 

결손부의 크기가 큰 경우에는 나쁜 결과를 나타낸다. 

세포외기질과 세포 환경은 나노크기로 되어었다. 하지만 이제까지 연구에 

사용하던 전달체는 실제 기관들의 세포-기질 수준에서 관찰되던 나노크기를 

이용한 것이 아니라, 형성되어야 하는 기관의 기계적 특성들을 이루기 위한 

크기에 주안점을 두었다. 

그래서 최근에는 이에 특수하게 만든, 세포의 부착, 증식 및 성장인자의 흡착을 

위한 넓은 표면적을 제공하고, 유전자 표현에 있어서 강력한 기전을 제공한다고 

알려져 있는 나노크기[18]의 calcium sulfate를 전달체로 이용한 실험이 

보고되었다.[19, 20] 하지만 아직까지는 이들 중에 가장 효과적이면서도 만족도가 

높은 물질은 아직 규명되지 못한 실정이다. 

전달체에 따른 골형성에 대한 연구는 주로 1) 백서두개부에 임계크기결손부를 형성 

후 골재생 관찰[13, 21] 2) 성견실험에서 치조골결손부를 형성하여 치주조직과 

치조골의 재생 관찰[10] 3) 백서에서 이소성 골형성과정 관찰[22] 등이 이루어졌다. 

본 실험에서는 치아 절편(소구치 및 대구치)의 치수강 내부에 성장 인자 및 

전달체를 넣었다. 상아질이 노출된 탈회된 치수강을 이용하였으며, 이는 노출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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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아질에 존재하는 치성 간엽세포에 성장 인자가 작용하여 신생 상아질 혹은 

신생골을 형성하는 능력을 보기 위함이다.  

따라서 본 연구의 목적은 외과적으로 형성된 백서 등쪽 피하에서 

나노칼슘설페이트의 전달체 가능성을 평가하고, recombinant human BMP-

2(rhBMP-2)를 각각 다른 전달물질들과 함께 적용하여 봄으로써, rhBMP-2의 

전달체로서 나노칼슘설페이트의 효능을 알아보고자 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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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실험재료 및 방법 

 

1. 실험 재료 

 

1) 실험동물 

 

본 연구에서는 체중 250~300g 의 수컷 백서 (Sprague-Dawley rat) 

10 마리를 사용하였으며, 실험 부위는 등쪽의 피하층을 이용하였다. 실험동물의 

선택 및 사육, 수술 과정은 연세대학교 임상연구의학센터 실험동물부의 지침에 

따랐다. 

 

2) 치아 절편 제작 

   

발치된 소구치 및 대구치를 이용하여 30~50mm3 부피의 치수강을 갖는 3mm 

두께의 치아 절편를 제작하였다. 고속 핸드피스를 이용하여 내부의 치수 조직을 

제거하고 증류수에 세척한 후, 5 분간 차아염소산나트륨(NaOCl) 용액에 

담가두었다. 그 후 5 분간 증류수에 넣어 초음파세척을 하였고, 1 분간 10% 

EDTA(Ethylenediaminetetraacetic acid)를 이용하여 치수강 내부를 탈회시켰다. 

다시 5 분간 증류수에 넣어 초음파세척을 한 후 이를 에틸렌 옥사이드 가스 
멸균하였다. 

    

3) 나노칼슘설페이트 제조 

 

칼슘설페이트(용해도 2g/L)를 1L 증류수에 2g 을 넣어 녹인 후, 섭씨 -

196 도의 액체 질소에 담가두어 동결 건조시켜 솜 같은 나노결정의 분말을 

만들었다. 이때 형성된 나노칼슘설페이트는 이수화물로서, 실험에 사용할 재료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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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수화물의 나노칼슘설페이트이다. 이수화물에서 반수화물로의 첫 번째 변형 
온도는 섭씨 48 도, 반수화물에서 무수화물로의 두 번째 변형 온도는 섭씨 
133 도이며, 무수화물은 섭씨 80 도 이하에서 불안정하고, 낮은 온도에 노출 시, 
반수화물로 재수화된다. 따라서 이수화물의 나노칼슘설페이트를 섭씨 135 도의 
건조기에서 가열하여 수분을 제거한 무수화물의 나노칼슘설페이트를 제작 후 
상온에 보관하여 반수화물의 나노칼슘설페이트를 제작하였다. 이를 에틸렌 
옥사이드 가스 멸균하여 실험에 사용하였다. 
 
4) 흡수성 교원질막 및 이종골이식재 
 

흡수성 교원질막(Collatape®, Clacitek, Carlsbad, California, USA)을 0.6X0.6cm 
크기로 형성하였고, 이종골이식재로는 Bio-Oss® (Geistlich Pharma AG, Wolhusen, 
Switzerland)을 준비하였다. 

 
5) 성장인자 
 

0.5mg/ml 농도의 rhBMP-2(Cowellmedi CO. Korea)를 준비하여, 무균냉동 
상태로 보관하였다.  
 

 

2. 실험 방법 

 

1) 실험군의 설정 

 

총 10 마리의 백서 등쪽 피하층에 30~50mm3 부피의 치수강을 갖는 3mm 
두께의 치아 절편(Fig.1)을 2cm 간격으로 5 곳에 매식하였다. 피하층에 치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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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편만을 이식한 군을 대조 1 군, 치아 절편에 나노칼슘설페이트를 단독으로 
적용한 군을 대조 2 군으로 설정하였다. 

 치아 절편에 rhBMP-2 를 처리하여 실험군으로 설정하고, 이종골이식재(Bio-
Oss®)를 함께 이식한 군을 실험 1 군, 흡수성 교원질막(Collatape®)을 함께 이식한 
군을 실험 2 군, 나노칼슘설페이트와  함께 사용한 군을 실험 3 군으로 설정하였다. 
모든 실험군에서 전달체를 rhBMP-2 에 15 분 동안 침윤시켜 충분히 흡수되게 한 
후, 백서 배부 피하에 적용하였다.  

 각 군은 수술 후 2 주, 4 주의 치유기간 후 희생하여 관찰하였으며, 각 주별로 
5 마리씩 실험하여 총 10 마리를 사용하였다. 

 
Fig. 1 Biodegradable scaffold is prepared within the root canal and then 

seeded with growth factors 

 

2) 실험부위의 형성 및 외과적인 처치 

 

각 군의 백서를 전신 마취를 위하여 동물용 진정, 근육이완제인 2% Xylazine 

HCL (Rompun, 10mg/kg, Bayer Korea, Korea)과 전신 마취제 Zoletil®(Virbac, 

Carros, 0.2ml/kg, France)을 근육 주사한 후 백서 등쪽의 털을 깎고 

고정하였다.(Fig. 2) 부가적으로 출혈 감소와 국소 마취를 위해 수술 부위를 

1:80,000 epinephrine 이 함유된 2% lidocaine(Yuhan, Seoul, Korea)으로 침윤 

마취한 후 배부에 시상 절개를 2cm 간격을 두고 5 부위에 시행하였다. 시상 절개 

시행 후, 치아 절편이 조직에 들어갈 수 있도록 충분히 조직을 박리하였다. 이후 

각각 처리한 치아 절편을 피하층에 매식하였고 3-0 black-silk 로 단순 봉합을 

시행하였다.(Fig. 3) 

 



 

8 

 

Fig. 2 Tooth slices containing carriers and growth factor are implanted in the 

subcutaneous tissue of rat 

 

 

 

 

 

 

Fig. 3 Schematic diagram of strateg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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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조직학적 관찰 

 

28 일간 EDTA-HCL 로 탈회시킨 후 paraffin 포매 과정을 거쳐 수평면(치아 

절편의 수평축, transverse section)을 따라 2μm 로 절단하였다. 절단된 

조직시편들 중 치아 절편의 중앙부를 포함하는 조직시편을 선택하여 

Hematoxylin-Eosin 염색을 하였다. 각 조직시편은 카메라(Leica DC300F, 

Leica Microsystems, Heerburgg, Switzerland)를 갖는 광학 현미경(Leica DM 

LB, Leica Microsystems, Wetzlar, Germany)으로 50, 100 배 비율로 

관찰하였다. 

 

4) 조직계측학적 분석 

 

신생골 및 Bio-Oss® 잔존량에 대하여 image analysis system (Image-Pro 

Plus, Media Cybernetics, Silver Spring, MD, USA)을 사용하여 computer 

assisted histomorphometric measurement 를 실시하였다. 골세포와 기질의 

형태로 재생 골을 구별하였다. 신생골 및 Bio-Oss®의 주변길이를 추적하였고 

영상분석 소프트웨어를 사용해서 둘러싸인 지역을 mm²로 측정한 후, 표본 내 

신생골 및 남아있는 Bio-Oss®의 백분율을 계산하였다. 

 

5) 통계적 분석 

 

조직형태 계측학적 분석을 위하여 성장인자들에 반응하여 형성된 신생 골의 

양에 있어 차이들은 ANOVA(analysis of variance) 통계 분석을 통하여 

유의성을 평가하였으며, 다중 비교를 위하여 Dunn procedure 를 시행하였다. 

통계학적 분석은 statistical software package(SPSS 12.0 version for 

Windows)를 사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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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결과 

 

1. 임상적 관찰 

  임상적으로 치유 과정은 별다른 특이점 없이 진행되었으며, 매식한 치아 절편의 

염증 소견, 알레르기 반응 등의 합병증은 보이지 않았다. 

 

2. 조직학적 관찰 

 
조직사진 

대조 1군 

      

      

Fig. 4. Representative photomicrographs of the control group 1 at 2(A,B) and 4(C,D) weeks. 

Loose connective tissues and inflammatory cells were observed. (H&E stain; original 

magnification : A and C x50; B and D x100) 

 

A B 

C 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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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조 1 군 2 주째에는 결손부 변연 주위로 얇고 성긴 결합조직이 존재하고, 

결손부의 중앙은 성긴 결합조직이 불규칙하게 흩어진 양상을 띠고 있으며 

대식세포 및 염증세포가 출현하였다.  

2주에 비해 4주에서는 결합조직이 좀 더 질서있고 균일한 양상을 띠었으며, 

혈관이 발달되었다. 2주와 마찬가지로 염증 세포의 침윤이 관찰되었다. 

 

대조 2군 

      

      

Fig. 5. Representative photomicrographs of the control group 2 at 2(A,B) and 4(C,D) weeks. 

Nano-calciumsulfate remnants were observed. Connective tissues and inflammatory cells 

were observed. (asterisks: nCS remnants; H&E stain; original magnification : A and C x50; B 

and D x100) 

 

대조 2 군에서 2 주째에는 잔류 나노칼슘설페이트가 많이 관찰되고 있으며, 

나노칼슘설페이트의 잔사들은 흡수가 진행되고 있으며, 혈관이나 염증세포들의 

출현도 눈에 띤다.  

A B

C D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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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주째에는 2주 소견에 비하여 나노칼슘설페이트 잔사들이 상당히 줄어들었고, 

섬유성 결합조직과 혈관들은 여전히 관찰된다. 특별한 골형성 진행은 보이지 

않았다. 

 

실험 1군 

      

      

Fig. 6. Representative photomicrographs of the experimental group 1 at 2(A,B) and 4(C,D) 

weeks. Bio-Oss® remnants and newly formed bone were observed. (asterisks: Bio-Oss® 

remnants; NB : new bone; H&E stain; original magnification : A and C x50; B and D x100) 

 

실험 1 군에서는 2 주째에 Bio-Oss® 잔사들이 대부분 잔존해 있는 가운데 그 

주변을 둘러싸고 신생골이 형성되고 있으며, 인접한 부위에 다량의 염증세포 및 

섬유성 결합조직의 개제가 관찰된다. 신생골은 아직 층판구조로 성숙되지는 못한 

채 대부분 망상골의 형상을 띠고 있다.  

4주 소견은 2주 소견에 비하여 Bio-Oss® 잔사들의 양은 감소하였다. Bio-

Oss® 주위로는 신생골이 왕성하게 형성되어 있고, 염증세포는 소량으로 관찰되며 

NB 

A B

C D

NB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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섬유성 결합조직의 양도 2주째에 비해 줄어든 모습을 띠고 있으며, 결손부의 

전부분에 신생골의 형성이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실험 2군 

      

      

Fig. 7. Representative photomicrographs of the experimental group 2 at 2(A,B) and 4(C,D) 

weeks. Collatape® remnants were observed. At 4 weeks, newly formed bone were observed. 

(asterisks: Collatape® remnants; NB : new bone; H&E stain; original magnification : A and C 

x50; B and D x100) 

 

실험 2 군 2 주째에는 성긴 섬유성 결합조직내에 평행한 모양으로 교원질막이 

관찰된다. 결손부에 교원질막의 잔사가 보이고, 대식세포 등이 출현해 있어서, 

교원질막의 흡수가 완전히 진행되지 않았음을 알 수 있다. 특별한 골형성은 

보이지 않았다. 

이에 비해 4주 소견에서는 다수의 조골세포가 두드러지게 보이고, 교원질막 

변연부에 신생골이 형성되었으며, 그 중 망상골이 상당히 많은 부분을 이루고 

있다. 교원질막은 2주에 비해서 줄어든 모습을 보이고 있다. 

NB 

A B

C 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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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험 3군 

      

      

Fig. 8. Representative photomicrographs of the experimental group 3 at 2(A,B) and 4(C,D) 

weeks. nCS remnants and newly formed bone were observed. (asterisks: nCS remnants; NB : 

new bone; H&E stain; original magnification : A and C x50; B and D x100) 

 

실험 3 군 2 주째에는 나노칼슘설페이트의 잔사가 거의 보이지 않으며, 대식세포 

및 염증세포가 존재한다.  

4주째 소견은 2주 소견에 비해 좀 더 진행된 신생골 형성을 보였으나, 

골형성량 자체는 크게 증가하지 않았으며, 결합 조직과 염증 세포의 양은 여전히 

많이 존재하였다. 

 

 

  

NB 

A B

C D

NB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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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Histometrical analysis : Amounts of new bone (%) (Group  

Mean±SD) 

Group 2 weeks 4 weeks 

Sham surgery control 0 0 

Carrier control(nCS) 0 0 

rhBMP-2/Bio-Oss® 9.70±6.22 26.76±10.13 

rhBMP-2/Collatape® 0 20.38±5.27 

rhBMP-2/nCS 1.78±0.89* 4.34±2.58*† 

* Statistically significant difference compared to rhBMP-2/Bio-Oss® group. (P<0.05) 

† Statistically significant difference compared to rhBMP-2/Collatape® group. (P<0.05) 

 

   Table 2. Histometrical analysis : Bio-Oss® remnants(%) (Group  

Mean±SD) 

Group 2 weeks 4 weeks 

Bio-Oss® remnants 32.61±5.51 17.06±8.29 

 

rhBMP-2 를 적용한 실험군에서는 전달체의 종류에 상관없이 모든 

대조군보다 유의성 있는 신생골 형성을 보였다. 신생골의 양은 모든 

실험군에서 2 주에서 보다 4 주에서 더 많았다. 4 주에서 신생골 형성량은 

rhBMP-2/Bio-Oss®가 가장 많았으며, rhBMP-2/Collatape, rhBMP-2/nCS 

순으로 신생골이 형성되었다. 그리고 4 주 소견은 2 주 소견에 비하여 Bio-Oss 

잔사들의 양은 감소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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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총괄 및 고찰 

   

치주 질환 및 여러 원인에 의해 파괴된 골조직을 재생시키기 위하여 골이식재를 

적용하는 방법, 차단막을 이용하는 방법 등 여러 가지가 연구되고 있다. 

골이식재를 적용하는 방법이나, 차단막을 이용하는 방법은 모두 결손부위의 

양상에 따라, 골재생에 한계가 생긴다. 자생적인 골재생이 불가능한 경우에 있어 

성장인자는 골이식재와 달리 골유도능을 지닌다는 사실에서, 이식체로서 새로운 

장을 열어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성장 인자 중 골형성 단백질은 BMP-1에서 BMP-15까지 cloning 되어 

있다.[23] 그 중 BMP-2, -4, -7 유전자는 골형성 능력이 탁월하고 임상 

적용가능성이 높아 수많은 연구가 진행되었다.[24] 일반적으로 BMP를 

활성화시켜 골형성을 유도하는 이소성 골형성과정에서는 BMP가 미분화 

간엽세포를 먼저 조연골세포로 분화시킨 후 조골세포의 분화를 유도하는 것으로 

특징지어졌으나, 최근 BMP의 활성을 극대화시키기 위한 수단으로 이용되는 

전달체의 성상 및 물리화학적 특성에 따라 그 성격이 달라질 수 있음이 보고되고 

있다.[25] BMP에 의한 이소성 골형성은 용량 의존적으로 국소부에 많은 양의 

BMP가 작용할수록 보다 신속하고 현저한 골형성을 이루게 되며, BMP의 종간 

특이성은 없는 것으로 간주되고 있다.[26] 

이상적인 매개는 BMP를 적절한 속도로 유출시켜줄 수 있어야 하고, 새로운 

조직형성의 비계로서 판막을 지지하여 공간을 유지할 수 있어야 한다.[10, 21, 27] 

또한 다공성을 가져서 신생 혈관들이 자라 들어올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적절한 

분해 속도로 어느 정도의 공간을 유지한 후에는 신생골로 대체될 수 있어야 한다. 

왜냐하면 너무 빨리 분해되면 공간유지와 장기적인 BMP의 유출이 저해되고, 

너무 느리게 분해되면 골의 성장을 방해하여 섬유성 조직이나 피막을 형성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번 실험에서는 새로 개발한 나노칼슘설페이트를 이용하였는데, 기존의 

칼슘설페이트의 임상적인 가치는 우수한 생체적합성과 수술부위의 치유조직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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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식제의 안정화에 있다. 그러나, 칼슘설페이트는 매우 빠른 흡수율을 나타내며 

4주가 지나면 거의 남아있지 않는 것이 가장 큰 단점이다.[17] 이러한 성질 

때문에 골 결손부의 크기가 큰 경우에는 나쁜 결과를 나타낸다. 또한 임상에서 

칼슘설페이트를 물과 혼합해서 수술부위에 적용할 때 출혈이 있는 곳에서는 

칼슘설페이트가 잘 굳지 않아 결손부위에 채우기 힘들고 작업시간의 제한이 

있으며, 일차치유가 되더라도 약간의 물리적인 자극이 가해지면 이식한 

칼슘설페이트가 파절 되기 쉽다.  

따라서 이번 연구에서는 새로운 칼슘설페이트 제재인 nano-particles calcium 

sulfate를 시험 개발하여 rhBMP-2와 혼합하여 이소성 골 형성능을 평가하고, 

rhBMP-2를 다른 다양한 매개체와 함께 적용했을 때와 비교해 보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백서 등쪽 피하에 인위적인 결손을 형성하여, rhBMP-2 0.5mg/ml을 

흡수성교원질막(Collatape®), 이종골이식재(Bio-Oss®), 나노칼슘설페이트와 함께 

적용하여 보았다.  

실험 결과에서 가장 두드러진 점은 rhBMP-2를 매개체와 함께 적용했을 때, 

rhBMP-2를 적용하지 않을 때와 다르게 신생골이 형성되는 골 유도작용이 

일어난다는 것이었다. 신생조직 형성에 있어서는 Bio-Oss® 가 견고한 공간유지를 

하며 가장 많은 양이 생성되었다.  

Collatape®은 BMP를 빠르게 흡수할 수 있고 생체친화성이 우수하며, 

흡수속도가 빨라서 신생골로 대체되기가 용이하다. 그러나 견고함이 부족하여 

공간유지나 판막의 지지에 불리하며, 너무 일찍 흡수되므로 장기간으로 골형성을 

유도해 줄 수 없는 단점을 가지고 있기도 하다. 

이에 비해 Bio-Oss® 는 골전도성 골대체물질로서 흡수가 느려서 오랫동안 

공간을 유지해줄 수 있으므로, 장기간 BMP를 유지해줄 수 있다. 하지만 골형성이 

왕성한 시기에 계속 잔존하므로 이 공간으로 신생골이 자라 들어오지 못하기 

때문에 골밀도가 낮아지는 단점이 있다. 

대조 2군의 2주 소견에서는 특별한 골형성 없이 성긴 결합조직이 불규칙하게 

흩어진 양상을 띠고 있으며, 대식세포 및 염증세포가 출현하였다. 이는 

칼슘설페이트와 같은 성질을 갖는 나노칼슘설페이트가 골형성을 유도하지 못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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때문이다. 대조군의 4주 소견에서는 나노칼슘설페이트의 잔사가 거의 존재하지 

않았고 이를 통해 흡수 속도가 4주 이내인 것을 알 수 있다. 

rhBMP-2와 매개체를 적용한 경우 2주째보다 4주째에 신생골의 형성이 

많았으며, 골의 성숙도 진행되는 경향을 보였다. 이는 4주째에는 매개물질의 

분해가 상당히 진행되어 이 부분이 신생골로 대체되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Collatape®은 나노칼슘설페이트에 비해, Bio-Oss® 는 Collatape®에 비해 흡수가 

상대적으로 느리게 진행되기 때문에 여전히 매개체의 잔사와 신생골이 혼재된 

양상을 보였다. 이 실험에서는 매개체의 용량을 표준화하지 않았기 때문에 충분한 

Bio-Oss® 를 견고하게 적용한 점이 실험 1군의 골형성 비율을 높이는데 

기여했을 것으로 추측된다.  

Collatape®의 경우, 이 전달체의 공간 유지 능력 부족 때문에 Bio-Oss®에 

비해 신생골 형성량이 낮았을 것이다. Collatape®에 관한 이 결과는 이전 연구와 

일치한다. Barboza et al. 은 연조직의 압력 때문에 공간을 유지할 수 없는 골 

결손부위에서의 흡수성 교원질막/rhBMP-2의 영향을 연구했다.[28] 그들은 

흡수성 교원질막의 공간 유지 능력의 부족 때문에, 조직의 압력이 골 유도에 

영향을 주는 결손부위에는 교원질막 자체가 rhBMP-2의 전달체로서는 좋지 

않다고 하였다. 

나노칼슘설페이트는 조작성이 우수한 장점이 있었지만, 다른 전달체와 비교시 

신생골 형성량의 결과가 떨어짐을 확인할 수 있었다.  

나노칼슘설페이트의 빠른 흡수 속도로 인해, 세포의 부착, 증식 및 성장인자의 

흡착을 위한 넓은 표면적을 제공하는 나노크기의 칼슘설페이트의 골격 유지능이 

일찍 떨어진 것이 낮은 신생골 형성의 주요한 요인중의 하나일 것이다. 이는 

전달체의 중요한 조건인 골격을 유지하는 scaffolding 효과가 떨어지는 결과를 

유발하여 지속적인 성장인자의 방출을 방해한다. 

또한 Bio-Oss®, 흡수성 교원질막과는 달리 나노칼슘설페이트는 생분해성을 

갖고 있어 화학적으로 흡수될 뿐만 아니라, 세포에 의해서도 흡수가 된다. 초기에 

생분해성을 갖는 나노칼슘설페이트로 인해 염증이 발생하고, 이로 인해 대식세포 

및 거대세포가 나노칼슘설페이트를 흡수한다. 거대 세포가 염증 반응을 유도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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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로 인해 파골아세포가 형성된 신생골을 흡수한 것이 2주째의 실험 3군에서 

신생골 형성량이 적게 나온 원인일 것이다. 

그리고 나노 크기의 세공도 나노칼슘설페이트/rhBMP-2의 낮은 신생골 형성에 

영향을 주었을 것이다. 세공의 크기는 영양분과 산소의 확산, 세포들의 부착, 이주 

및 분화와 조직의 침투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 골형성 측면에서는 세공의 크기가 

영향력이 크며, 광질화된 조직을 재생시키기 위해 필요한 최소 세공 크기는 

100마이크로미터로 알려진 바 있다.[29] 100-200마이크로미터의 세공은 풍부한 

골침투를 허용하고, 70-100마이크로미터의 약간 작은 세공은 비광질화된 골양 

조직의 침투를 허용하며 10-75마이크로미터의 아주 작은 세공은 섬유조직의 

침투만을 허용하였다고 보고된 바 있다. 따라서 나노칼슘설페이트의 나노 크기의 

세공이 골 형성에 불리하게 작용하였을 것이다.  

rhBMP-2의 신생골 형성능에 관한 다양한 연구가 백서의 여러 부위에서 

있었다. 골내에서의 rhBMP-2의 골형성능이 근육내에서보다 더 높았고, 

근육내에서의 rhBMP-2의 신생골 형성이 피하에서보다 더 높았다.[30, 31] 

따라서 이 실험에서의 전반적인 낮은 골 형성 결과는 rhBMP-2에 대한 동물의 

반응보다는 부위 특이성에 기인한 것이라 할 수 있다. 

연구 결과를 종합하였을 경우 전달체로 사용된 Collatape®, Bio-Oss®, 

나노칼슘설페이트는 모두 BMP의 전달체로 가능하나, 전달체가 가져야 할 

골형태의 재형성이라는 목적에 맞게 재현성, 생체친화성, 성형능력, 공간유지 능력 

등이 완전히 갖추어진 전달체는 없었다. 다만 나노칼슘설페이트의 경우에 빠른 

흡수를 방지할 수 있게 물성을 개선하거나, 생체친화성이 좋고 성형능력이 좋은 

고형 생체재료와 혼합하여 이용함으로써 원하는 강도 및 형태의 골형성을 

유도하는 것도 고려해봄직하다. 또한 이소성 부위가 아닌 골 결손 부위에 

나노칼슘설페이트를 적용해보는 추가적인 연구가 필요하리라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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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결론 

 

이번 연구는 백서 등쪽 피하층에 나노칼슘설페이트, rhBMP-2/Bio-Oss, 

rhBMP-2/ Collatape®, rhBMP-2/나노칼슘설페이트를 매식한 후 2 주, 4 주 

간격으로 희생하여 조직학적 및 조직형태계측학적 관찰을 하였으며, 다음과 같은 

결과를 얻을 수 있었다. 

 

1. 신생골 형성에 있어서 rhBMP-2 를 Bio-Oss®, Collatape®, 

나노칼슘설페이트와 함께 적용한 경우, 대조군과 비교시 유의할만큼 

골형성이 있었다. 

2. rhBMP-2 의 전달체로서 Bio-Oss®, Collatape®, 나노칼슘설페이트를 

적용한 경우 4 주에서 신생골 형성량은 rhBMP-2/Bio-Oss®, rhBMP-

2/Collatape®, rhBMP-2/나노칼슘설페이트 순이었다. 

3. 모든 실험군에서 4 주 경과시에 2 주보다 골의 형성량이 더 증가하였다. 

4. Bio-Oss®는 4 주가 지나서도 잔존하여 신생골로 대체되지 않는 부분이 

남아 있었다. 

 

 Bio-Oss, Collatape®, 나노칼슘설페이트는 모두 rhBMP-2의 전달체로서, 

대조군에 비해 유의할만큼 좋은 결과를 보였다. 4주에서 신생골 형성량은 

rhBMP-2/Bio-Oss, rhBMP-2/Collatape®, rhBMP-2/나노칼슘설페이트 순이었다. 

따라서 백서 등쪽 피하층이라는 이소성 골 형성의 조건하에서 나노칼슘설페이트가 

rhBMP-2에 대한 전달체로 사용가능할 것이다. 전달체가 가져야 할 골형태의 

재형성이라는 목적에 맞게 재현성, 생체친화성, 성형능력, 공간유지 능력 등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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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전히 갖추어진 전달체는 없었고, 다만 나노칼슘설페이트의 경우에 빠른 흡수를 

방지할 수 있게 물성을 개선하거나, 생체친화성이 좋고 성형능력이 좋은 고형 

생체재료와 혼합하여 이용함으로써 원하는 강도 및 형태의 골형성을 유도하는 것도 

고려해봄직하다. 또한 이소성 부위가 아닌 골 결손 부위에 나노칼슘설페이트를 

적용해보는 추가적인 연구가 필요하리라 사료된다. 

 

 

 

  



 

22 

참고문헌 

 

 1. Lindholm, T.C., et al., Bovine bone morphogenetic protein (bBMP/NCP)-induced repair 

of skull trephine defects in pigs. Clin Orthop Relat Res, 1994(301): p. 263-70. 

 2. Urist, M.R. and B.S. Strates, Bone morphogenetic protein. J Dent Res, 1971. 50(6): p. 

1392-406. 

 3. Takaoka, K., et al., Solubilization and concentration of a bone-inducing substance from a 

murine osteosarcoma. Clin Orthop Relat Res, 1980(148): p. 274-80. 

 4. Wozney, J.M., The bone morphogenetic protein family and osteogenesis. Mol Reprod Dev, 

1992. 32(2): p. 160-7. 

 5. Zegzula, H.D., et al., Bone formation with use of rhBMP-2 (recombinant human bone 

morphogenetic protein-2). J Bone Joint Surg Am, 1997. 79(12): p. 1778-90. 

 6. Nevins, M., et al., Bone formation in the goat maxillary sinus induced by absorbable 

collagen sponge implants impregnated with recombinant human bone morphogenetic 

protein-2. Int J Periodontics Restorative Dent, 1996. 16(1): p. 8-19. 

 7. Zheng, L.W., et al., Evaluation of recombinant human bone morphogenetic protein-2 in 

mandibular distraction osteogenesis in rabbits: Effect of dosage and number of doses on 

formation of bone. Br J Oral Maxillofac Surg, 2006. 44(6): p. 487-94. 

 8. Reddi, A.H. and N.S. Cunningham, Bone induction by osteogenin and bone 

morphogenetic proteins. Biomaterials, 1990. 11: p. 33-4. 

 9. Sampath, T.K., et al., Recombinant human osteogenic protein-1 (hOP-1) induces new 

bone formation in vivo with a specific activity comparable with natural bovine osteogenic 

protein and stimulates osteoblast proliferation and differentiation in vitro. J Biol Chem, 

1992. 267(28): p. 20352-62. 

10. Wikesjo, U.M., et al., Periodontal repair in dogs: effect of rhBMP-2 concentration on 

regeneration of alveolar bone and periodontal attachment. J Clin Periodontol, 1999. 

26(6): p. 392-400. 



 

23 

11. Kenley, R., et al., Osseous regeneration in the rat calvarium using novel delivery systems 

for recombinant human bone morphogenetic protein-2 (rhBMP-2). J Biomed Mater Res, 

1994. 28(10): p. 1139-47. 

12. Gao, T.J., et al., Enhanced healing of segmental tibial defects in sheep by a composite 

bone substitute composed of tricalcium phosphate cylinder, bone morphogenetic protein, 

and type IV collagen. J Biomed Mater Res, 1996. 32(4): p. 505-12. 

13. Hong, S.J., et al., The effect of a fibrin-fibronectin/beta-tricalcium phosphate/recombina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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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iomaterials, 2006. 27(20): p. 3810-6. 

14. Yamazaki, Y., et al., Response of the mouse femoral muscle to an implant of a composite 

of bone morphogenetic protein and plaster of Paris. Clin Orthop Relat Res, 1988(234): p. 

240-9. 

15. Choi, S.H., et al., Effect of recombinant human bone morphogenetic protein-2/absorbable 

collagen sponge (rhBMP-2/ACS) on healing in 3-wall intrabony defects in dogs. J 

Periodontol, 2002. 73(1): p. 63-72. 

16. Kawamura, M. and M.R. Urist, Human fibrin is a physiologic delivery system for bone 

morphogenetic protein. Clin Orthop Relat Res, 1988(235): p. 302-10. 

17. Bell, W.H., Resorption characteristics of bone and bone substitutes. Oral Surg Oral Med 

Oral Pathol, 1964. 17: p. 650-7. 

18. Stevens, M.M. and J.H. George, Exploring and engineering the cell surface interface. 

Science, 2005. 310(5751): p. 1135-8. 

19. Park, Y.B. and R. Dziak, Calcium Sulfate based nanoparticles, in United States Patent. 

2010, The Research Foundation of State University of New York, Amherst, NY: US. 

20. Park, Y.B., et al., Synthesis and characterization of nanocrystalline calcium sulfate for use 

in osseous regeneration. Biomed Mater, 2011. 6(5): p. 055007. 

21. Hyun, S.J., et al., Effect of recombinant human bone morphogenetic protein-2, -4, and -7 

on bone formation in rat calvarial defects. J Periodontol, 2005. 76(10): p. 1667-74. 

 



 

24 

22. Kim, C.S., et al., Ectopic bone formation associated with recombinant human bone 

morphogenetic proteins-2 using absorbable collagen sponge and beta tricalcium 

phosphate as carriers. Biomaterials, 2005. 26(15): p. 2501-7. 

23. Groeneveld, E.H. and E.H. Burger, Bone morphogenetic proteins in human bone 

regeneration. Eur J Endocrinol, 2000. 142(1): p. 9-21. 

24. Chen, D., M. Zhao, and G.R. Mundy, Bone morphogenetic proteins. Growth Factors, 

2004. 22(4): p. 233-41. 

25. Kuboki, Y., et al., Two distinctive BMP-carriers induce zonal chondrogenesis and 

membranous ossification, respectively; geometrical factors of matrices for cell-

differentiation. Connect Tissue Res, 1995. 32(1-4): p. 219-26. 

26. Sampath, T.K. and A.H. Reddi, Importance of geometry of the extracellular matrix in 

endochondral bone differentiation. J Cell Biol, 1984. 98(6): p. 2192-7. 

27. Jung, U.W., et al., The effect of varying the particle size of beta tricalcium phosphate 

carrier of recombinant human bone morphogenetic protein-4 on bone formation in rat 

calvarial defects. J Periodontol, 2006. 77(5): p. 765-72. 

28. Barboza, E.P., et al., Ridge augmentation following implantation of recombinant human 

bone morphogenetic protein-2 in the dog. J Periodontol, 2000. 71(3): p. 488-96. 

29. Fucini, S.E., et al., Small versus large particles of demineralized freeze-dried bone 

allografts in human intrabony periodontal defects. J Periodontol, 1993. 64(9): p. 844-7. 

30. Okubo, Y., et al., Comparative study of intramuscular and intraskeletal osteogenesis by 

recombinant human bone morphogenetic protein-2. Oral Surg Oral Med Oral Pathol Oral 

Radiol Endod, 1999. 87(1): p. 34-8. 

31. Yoshida, K., et al., Osteoinduction capability of recombinant human bone morphogenetic 

protein-2 in intramuscular and subcutaneous sites: an experimental study. J 

Craniomaxillofac Surg, 1998. 26(2): p. 112-5. 

  



 

25 

Abstract 

 

Effect of a nano-calcium sulfate as a carrier for Recombinant 

Human Bone Morphogenetic Protein-2 on bone formation in rat 

subcutaneous tissues 

 

Sunkyu Lee. D.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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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Graduate School, Tonsei University 

 

(Directed by Professor Moon-Kyu Chung, D.D.S., M.S.D., Ph.D.) 

 
 

Numerous studies have focused on finding ideal carriers for bone 

morphogenetic proteins (BMP). However, few have focused on the 

possibility of using nanocalcium sulfates as a carrier for recombinant 

human BMP-2(rhBMP-2).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evaluate 

the potential of using nanocalcium sulfates as carriers for rhBMP-2 in 

the dorsal subcutaneous layer of rats. 

5 subcutaneous defects were made in each of the dorsal surfaces of 

10 rats.  Then, the rats were divided into the following groups: (1) 

sham-surgery control (2) nCS control (3) rhBMP-2/nCS (4) rhBMP-

2/Bio-Oss® (5) rhBMP-2/Collatape.® Histological and histometrical analyses 

were preformed  after the rats were sacrificed at week 2 and 4.   

Regardless of the type of carrier, the groups treated with rhBMP-2 

showed significantly greater bone formation than the control.  The amount of 

new bone formation was greater at week 4 than at week 2. Total bo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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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ormation at week 4 was greatest in the rhBMP-2/Bio-Oss® group, followed 

by rhBMP-2/Collatape® and rhBMP-2/nCS.   

Although the use of nanocalcium sulfates as carriers of rhBMP-2 

resulted in less bone formation than when Bio-Oss® or Collatape were 

used, the results of this study showed the viability of using nanocalcium 

sulfates as carriers of rhBMP-2 in the dorsal subcutaneous layer of ra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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