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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 문 요 약 

 

웅성 백서 비골의 분절성 골 결손에서 bisphosphonate 의 국소 적용이 

골 재생과 미세 골 구조에 미치는 영향 

 

비스포스포네이트 제제는 널리 알려진 골흡수 억제제로 그 기전은 파골세포의 

세포예정사를 유도하는 것임은 이미 여러 논문에 기술되어 익히 알려진 사실이다. 

하지만 최근 적정농도의 비스포스포네이트 제제가 파골세포 뿐 아니라 

골모세포에도 작용하여 anabolic 효과를 가져온다는 다수의 in-vitro 연구들이 

보고되고 있다. 따라서 본 저자는 이식재에 국소적용된 비스포스포네이트가 

골모세포에 작용하여, anabolic effect 가 있다는 가설을 웅성백서의 임계 크기 

분절성 골 결소 동물 모델에서 증명하기 위하여, Biphasic calcium 

phosphonate(BCP)를 drug delivery system 으로 사용하였다.  

백서는 4 주, 8 주에 희생되어 골 결손부의 골 재생과 주변골의 미네랄 함량, 

미세구조의 변화를 관찰하여 다음과 같은 결과를 얻었다. 

 

1. 국소 적용되어 용출된 비스포스포네이트는 이식된 골대체재의 흡수, 붕괴를 

방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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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적정한 농도의 비스포스포네이트 용액은 주변의 골모세포의 분화를 

촉진시켜 골의 생성을 유도하여, 결과적으로 골 재생을 돕는다. 

3. 국소 용출된 비스포스포네이트 용액은 인접한 정상골의 미세 골 구조도 

변화시킨다(Positive micro-architectural modification). 

 

본 저자는 실험을 통해 위와 같은 연구 결과를 도출하였다. 구강악안면외과의에게 

BRONJ 라는 합병증으로만 알려진 비스포스포네이트 제제의 이면에 있는 

순기능을 증명하였고, 악안면 재건의 영역에서 적정한 농도의 확립, 보다 

효과적인 약제 전달 시스템을 가질 경우 큰 장점을 가질 수 있다고 사료된다. 

하지만 이전에 적정농도에 대한 추가적인 동물 실험, 합리적인 약제 전달 체계에 

대한 연구가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핵심되는 말 : 비스포스포네이트, 골 재생, 이산화 칼슘포스페이트, 약제 전달 체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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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 진 일 

 

I. 서  론 

 

Bisphosphonate 제제는 파골 세포의 세포예정사를 촉진하여 골 흡수를 

억제하는 기전으로 파젯트 병, 과칼슘혈증, 폐경 후 골다공증의 치료에 널리 

사용되고 있다. bisphosphonate의 핵심적인 약리 기전이 파골 세포에 의한 

골 흡수 과정의 억제로 알려져 있었기 때문에 대부분의 분자생물학 연구들도 

역시 파골 세포의 억제 기전에 초점이 맞추어져 왔다. 잘 알려진 그 기전은 

bisphosphonate가 골 미네랄에 화학적으로 결합한 후, 파골 세포의 작용에 

의하여 Acidic clear zone으로 방출된다(Sato et al., 1991). 방출된 

bisphosphonate는 다시 파골 세포 안으로 봉입되게 되고, 이것은 골과 파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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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포 계면의 ruffled border의 안정성을 저하시키게 된다(Murakami et al., 

1995). 특히 alendronate와 같은 nitrogen 함유 bisphosphonate는 세포 내 

콜레스테롤 합성 시 mevalonate 경로의 효소를 억제한다(Fisher et al., 

1999). 이것은 파골 세포의 기능에 필수적인 역할을 한다고 알려진 Rho, 

Rab등과 같은 GTP 결합단백의 합성에 필요한 geranylgeranyl 

diphosphate의 농도를 감소시키게 된다(Luckman et al., 1998). 결과적으로 

파골 세포는 기능이 정지되어 세포예정사의 운명을 따르게 되고, 골 흡수 

감소, 재개조 저하가 일어나게 되어 결과적으로 골의 미네랄 함량 

증가(positive bone balance)를 가져오게 된다. 

하지만 최근 여러 in-vitro, in-vivo 연구들에서 bisphosphonate가 파골 

세포뿐 아니라 골모세포에도 작용하여 anabolic effect를 가져온다는 

근거들이 힘을 얻어가고 있다. Im 등은 MG-63 세포를 이용한 in-vitro 

실험에서 특정 농도 영역의 bisphosphonate가 골모세포를 증식시킬 뿐 

아니라, 골수강 내의 중간엽세포를 골모세포로 분화 유도 함을 증명하였다. 

또한 RT-PCR검사를 통해 bisphosphonate가 BMP-2, Type 1 collagen, 

osteocalcin의 발현을 증가시켜 결과적으로 골 형성을 유도하는 특성이 

있음을 주장하였다(Im, 2004). Van Knoch 등은 human bone marrow 

stromal cell을 이용한 in-vitro 연구에서 10-8M의 ALN 농도에서 BMP-2, 

Bone sialoprotein-II, cbfa1, Type I collagen이 14일 뒤에 가장 높은 

발현율을 나타냄을 확인하였다(von Knoch et al., 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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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이러한 실험결과가 In-vivo 연구로 연장되어 실제 골 재생을 

촉진시키는지, 골모세포로의 분화를 촉진시켜 실제로 골의 미네랄 함량이 

증가하는지, 주변 골 미세구조의 변화를 가져오는지에 대한 In-vivo 연구는 

극히 드물다.   

따라서 본 저자는 bisphosphonate 가 anabolic effect가 있다는 가설을 

웅성 백서의 임계크기 분절성 골 결손 동물 모델에서 증명하기 위하여 

biphasic calcium phosphate(BCP)를 drug delivery system으로 하여 골 

결손부의 골 재생과 주변 골의 골 미네랄 함량, 미세구조의 변화를 조직학적, 

방사선학적으로 평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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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 연구 대상 및 방법  

 

1. 연구 대상 

 

본 실험은 8주령의 수컷 웅성 백서(Male Spraque-Dawley rat) (250-

300g) 16마리의 양쪽 비골, 총 32 site를 이용하였다. 암컷의 경우 호르몬의 

변화나 임신 등에 의해 결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수컷만을 이용하였다. 

실험동물은 연세대학교 의료원 임상 의학 연구센터의 동물 실험 지침에 

따랐다. 

 

 

2. 연구 방법 

가. 실험 설계 

Drug delivery system 으로 사용하기 위한 BCP-block(Osspol®;HA60% 

β-TCP40%, Dongsung, Seoul, South korea)은 예상되는 결손부 크기에 

맞춰 2 * 2 * 8mm 의 크기로 미리 제작하였다. Bisphosphonate 용액은 

Alendronate(ALN) (Fosamax®; MSD, Malmo, Sweden)을 생리식염수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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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nication 하에 용해 시킨 후, 0.2 ㎛ millipore filter 에 통과 시켜 불순물을 

제거하여 제작하였다. 웅성 백서의 양측에 임계 크기 이상의 분절성 

골결손(7.0mm)을 형성 후, 좌측에는 BCP 를 생리식염수에 1 시간 국소 

적용한 후 이식한 군을 대조군으로 우측에는 BCP 를 2.0mg/ml ALN 용액에 

1 시간 국소 적용 한 후 이식한 군을 실험군으로 설정하였다. 각 군은 실험 

후 각각 4 주, 8 주의 치유기간 후 CO2   asphyxiation chamber 를 이용하여 

희생하여 육안적, 방사선학적, 조직형태학적으로 관찰하였다. 실험설계는 

다음과 같다 (Table 1, Figure 1). 

 

 

Table 1. Study design  

 

 

 Group(n) Graft 

Control 

4wks(8) Saline soaked BCP only 

8wks(8) Saline soaked BCP only 

Experimental 

4wks(8) Alendronate loaded BCP 

8wks(8) Alendronate loaded BC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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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1. Schematic drawing of experimental design. 

 

나. 실험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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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ayerKorea, Korea, 0.04mg/kg)를 근육 주사하여 전신마취 하였다. 비골 

부위의 털을 깎은 후 10% povidone-iodine 용액으로 소독 후 

고정하였으며, 1: 100,000 epinephrine이 함유된 lidocaine 주사 후 약 

3cm의 피부 절개를 다리의 외측에 시행 하여 gastrocnemius muscle을 

노출 시켰다. 이 근육을 절개 후 둔박리하여 비골을 노출시켰다. 버니어 

캘리퍼스를 이용하여 비골의 diaphysis에서 7.0mm의 임계 크기 이상의 

분절성 골 결손을 형성하였다. 

Lt. Control side Rt. Experimental side 

Saline soaked BCP Alendronate loaded BC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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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쪽의 골 결손부에는 앞에서 서술한 바와 같이 대조군에는 생리식염수에 

국소 적용 후 BCP를 이식하였고, 실험군에는 2.0mg/ml ALN 용액에 

1시간 동안 국소 적용한 BCP를 이식하였다. 설치류에서 비골은 보행 시 

부하를 담당하는 골이 아니며, 양 말단에서 경골과 골 유합이 이루어진 

독특한 특성 때문에, 특별한 고정은 행하지 않고, 근육을 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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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행하여 이식재의 위치가 유지 될 수 있도록 하였다(Figure 2). 실험 후 

웅성 백서는 21℃ 플라스틱 우리에서 연세대학교 의과대학 임상 

의학연구센터 지침에 따라 통상적인 물과 pellet을 공급받았다. 발사는 

일주일 후 시행하였고, 각 4주와 8주에 CO2 asphyxiation chamber를 

이용하여 희생하였다. 절제된 시편은 즉시 4% paraformaldehyde/0.01M 

phosphate-buffered saline(PBS, pH 7.4)에 옮겨져 육안적, 방사선학적, 

조직학적 평가를 시행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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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2. Procedure of Bisphosphonate loaded BCP graft on SD-rat 

fibula. a)7mm sized segmental defect on SD-rat fibula ;b) 

Prefabricated BCP block  is prepared;c) Graft of BP-loaded 

BCP on defect site;d) Layer by layer suturing for preservation 

of muscle cuff 

 

 

3. 방사선학적 평가  

 

술 후 4주, 8주에 희생된 백서의 양측 비골과 경골을 연조직과 함께 

절단하여 표준 치과방사선 필름을 이용한 Plain X-ray 촬영을 실시하여 

a) b)

c) 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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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을 비교하였다. (Voltage(kv)=60, Current(mA)=70, Exposure(s)= 

0.08) 또한 미세 컴퓨터 단층 촬영(Micro-computed-Tomography ; 

Micro-CT, SkyScan 1076, Belgium)을 실시하여 2차원 영상을 얻었으며,  

CTAn®  software(Skyscan)를 이용하여 BCP 주변의 양 끝의 근위부, 

원위부 18μm의 ROI(Region of Interest)을 설정하여  Bone fraction 

vo lume(BV/TV),  Trabecular  th ickness(TbTh),   Trabecular 

separation(TbSp), Trabecular number(TbN)를 측정하였다(Figure 3). 

측정된 지표 값들은 SPSS 18.0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two sample t-test 

통계분석 시행하였다. 또한 4주군과 8주군 일부를 NReconstruction 

so f tware를 이용하여 3차원 재구성을 하였다(Reso lu t ion=10㎛, 

Voltage(kv)= 100, Current(㎂)= 100, Filter= 0.5mm Aluminium, 

Exposure(ms)= 1180, Rotation Step(deg)=0.500/360 Rot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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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3. Schematic drawing of ROI (Region of Interest). 

 

 

4. 조직학적 평가 (H-E staining, Masson’ Trichrome Sta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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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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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ormate로 탈회하였다. 파라핀에 포매 후 비골의 장축 방향으로 7㎛ 두께로 

절단하여 Hematoxylin and Eosin stain, Masson-Trichrome stain 후 

Proximal ROI 

Distal RO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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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학현미경으로 관찰하였다. 이미지는 Leica IM50® software(Switzerland)를 

이용하여 촬영하였다. 

 

 

5. 통계 분석  

 

미세 컴퓨터 단층 촬영 검사를 통해 측정된 ROI의 4가지 지표 값들은 

SPSS 18.0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독립된 두 집단의 모평균의 분석을 위하여 

독립 이 표본   t-검정 통계분석을 시행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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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I. 결  과 

 

1. 육안적 소견 

 

가. 4주 희생군 

 

(1) 대조군 

 

대부분의 대조군에서 분절성 골 결손부의 골 재생이 일어나지 않아 비유합이 

관찰되었으며, 소수의 개체에서 섬유성 유합이 관찰되었다. 또한 이식된 

BCP는 다섯 개체에서는 모두 소실되어 관찰 되지 않았으며, 세 개체에서 

섬유성 유합의 형태로 주변 골에 섬유조직으로 부착된 형태 보였다. 연조직의 

감염, 염증의 소견은 보이지 않았다(Figure 4). 

 

(2) 실험군 

 

모든 실험군 개체에서 섬유성 유합은 관찰 되지 않았으며, 대조군에 비하여 

골성 유합이 이루어진 것으로 관찰되었으며, 특히 7번 개체는 골 조직으로 

완벽하게 재생된 양상 보였다. 이소성 골 형성은 육안적으로 관찰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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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개체에서 이식된 BCP는 소실되지 않았고, 주변 골에 강하게 결합되어 

있었다(Figure 5). 

 

 

  

  

 

 

 

 

 

Figure 4. Control group at 4 week. 

 

 

 

 

 

 

 

Figure 5. Experimental group at 4wee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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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8주 희생군 

 

(1) 대조군 

 

일곱 개체에서 비유합이 관찰되었다. 특징적인 것은 4주 대조군에 비하여 골 

결손부의 길이가 더 길어진 소견이었다. 이것은 다른 연구들에서 비유합을 

유발한 웅성백서의 비골 모델에서 보고하는 양상과 동일한 것 이었다. 한 

개체에서 BCP가 주변골과 섬유성 유합을 보였다(Figure 6). 

 

(2) 실험군 

 

4주 실험군과 비교해서 특기할 정도로 골 재생이 증가하지 않은 것으로 

관찰되었다. BCP의 부피는 잘 유지되어 있었다. 특히 20번 개체의 경우 골 

재생은 물론 골 개조도 일어난 것으로 관찰되었다(Figure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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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6. Control group at 8 week. 

 

 

 

 

 

 

 

 

 

 

 

 
Figure 7. Experimental group at 8 wee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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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방사선학적 소견 

 

가. Standard dental radiography 

 

(1) 4주군 

 

(가) 대조군 

육안적 소견과 유사한 결과를 보였다. 비유합이 관찰되는 개체에서는 골 

결손부의 길이가 약 6~8mm이며, 추가적인 골 소실은 일어나지 않은 것으로 

관찰되었다.  BCP가 유지되고 있는 군에서도 이식편과 비골이 방사선 투과성 

띠로 분리되어있는 섬유성 유합 양상이 관찰되었다. 모든 개체에서 골성 유합, 

골 재생 소견은 보이지 않았다(Figure 8). 

 

(나) 실험군 

8개의 개체 모두에서 골 재생증거가 다양한 크기의 신생 골조직의 형성으로 

나타났다. 이식편은 섬유성 유합보다는 골성 유합 된 것으로 판단되었고, 특히 

광화도는 정상조직과 다르지만, 7번 개체는 거의 정상 골조직으로의 재개조 

양상도 보였다. 또한 1번과 8번의 경우 골 절단면의 원심 부위에 이소성 골 

성장 양상도 관찰되었다(Figure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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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8. Radiographic findings of 4 week control group. 

 

 

 

 

 

 

 

 

 

 

Figure 9. Radiographic findings of 4 week experimental grou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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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8주군 

 

(가) 대조군 

 

일곱 개체에서 BCP의 소실과 비유합이 관찰되었다. 신생골의 형성은 모든 

개체에서 관찰되지 않았다. 특히 골 결손의 크기가 약 10mm에 이를 정도로 

4주군에 비하여 골 말단의 골 흡수가 진행된 양상을 보였다. 골 절단의 

말단부도 4주 대조군에 비하여 날카로워, 골 흡수의 양상을 보였다. 한 

개체는 섬유성 유합의 양상을 보였다(Figure 10). 

 

(나) 실험군 

 

모든 개체의 이식된 BCP는 유지가 되고 있었으며, 4주군과 비교하여 큰 골 

치유양상의 변화는 없었다. 11번 개체와 19번 개체의 경우 거의 재생이 

완성된 골조직이 관찰되었으며, 골 개조도 진행되어 정상골과 유사한 두께와 

광화도를 지니고 있었다. 두 개체에서 이소성 골 성장의 양상이 관찰되었으며, 

특히 20번 개체의 경우 이식편이 골 결손부를 벗어나 고정이 되었음에도 

이식편을 향하여 신생골 조직이 형성된 듯한 양상이 관찰되었다(Figure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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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10. Radiographic findings of 8 week control group. 

 
 

 

 

 

 

 

 

 

 

 

 

 

Figure 11. Radiographic findings  of 8 week experimental grou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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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Micro-Computed tomography  

 

(1) 4주군 

 

(가) 대조군 

 

 Micro-CT 의 관상단면을 순차적으로 관찰 시 대부분 비유합 양상, 일부의 

섬유성 유합이 관찰 되었다. 모든 개체의 시편에서 bone mineral density 

color window mode로 관찰 시 절단면의 골 밀도가 피질골 정도로 경화된 

양상, 골수강 개방(bone marrow opening)이 결여된 양상이 관찰되었다. 골 

결손부의 길이는 약 7~8mm로 절단부의 골 흡수가 진행되지는 않은 소견이 

보였다. 또한 BCP가 유지된 개체에서도 절단면에서 연조직의 개재가 

관찰되었고, 신생골 형성의 증거는 관찰되지 않았다(Figure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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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12. Micro-computed tomographic findings of 4 week control 

group. a) Fibrous union of grafted BCP; b) The cutting 

surface of bone is resorbed sharply. The mineral density of 

resorpted end repairs similar to cortical bone; c) Complete 

loss of BCP and sharply resorption of bone end is observed; 

d) 3-D reconstruction view of 4 week control side. 

 

 

(나) 실험군 

 

8개의 개체 모두에서 골 재생증거가 다양한 크기의 신생골 형성으로 

나타났다. 7번 개체는 거의 정상 골조직으로의 연속성 있는 골 재생 양상도 

보였다. 또한 1번 개체와 8번 개체의 경우 원심 말단 부위에 이소성 골 

b) c) a) 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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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장(Ectopic bony growth)양상을 관찰할 수 있었다. 대조군과 다르게 

절단면의 골수강 개방(bone marrow opening)양상, 신생골로의 재생 양상이 

관찰되었고, 재생된 골은 수질골과 유사한 정도의 광화도가 보였다. 축 상 

절단면에서 관찰 시 경골의 직경과 유사한 정도 까지 골이 충분히 재생된 

소견 관찰되었다.  8번 개체에서 이식편이 수여 부위에서 장축 변위되었지만, 

골 접촉 없이도 변위된 BCP를 향하여 골 재생이 이루어 진 듯한 

소견이었다(Figure 13). 

 

(2) 8주군 

 

(가) 대조군 

 

4주 대조군의 Micro-CT 소견과 비교 시 비유합의 양상을 보인다는 점에서 

크게 다르지 않았다. 하지만 골 결손부의 크기는 10mm 이상으로 증가되어 

경골과의 근심, 원심 유합 부위까지 흡수가 진행된 개체도 있었다(Figure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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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13. Micro-computed tomographic findings of 4week experimental 

group. a,b) Bone marrow opening, marrow micro-architecture 

modification, increased radius of bone is revealed.; c) 

Interestingly, de novo bone formation is toward the axial 

displaced BCP. It is a obvious evidence of osteostimulation 

effect of bisphosphonate.;d) 3D-reconstruction view of 4week 

experimental side. 

b c 

a) b) c) 

d) 

b) 

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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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14. Micro-computed tomographic findings of 8 week control 

group. a, b) Sharply repaired cutting surface of bone and 

fibrous union is observed.; c) As non-unionized bone defect 

area is resorpted progressively, rat fibula is disappeared 

completely. 

 

 

 

 

 

 

a) b) 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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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실험군 

 

4주 실험군과 비교하여 크게 다른 점은 없었지만, 골 개조가 조금 더 

진행된 소견이 보였다. 마찬가지로 절단면의 골수강의 개방(bone marrow 

opening) 양상, 신생골의 재생 양상이 관찰 되었고, 재생된 골은 수질골과 

유사한 정도의 광화도와 내부의 골수강 내 trabecular network이 치밀하게 

이루어진 것을 관찰 할 수 있었다(Figure 15). 

20번 개체의 경우는 거의 완벽한 재생이 이루어진 것을 관찰 할 수 있었다. 

Micro-CT의 축상 절단면에서 관찰 시 이전의 비골과 유사한 직경의 

재개조된 신생골이 형성된 모습 보였다. 일부 흡수되지 못한 BCP granule이 

남아 있는 소견 보였지만, 대부분 신생골 형성의 증거가 명확하였다(Figure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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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15. Micro-computed tomographic findings of 8 week experimental 

group. a, b) Opening of bone marrow, enhanced volume of 

trabecular bone, micro-architectural modification are 

revealed. ; c) Complete bone regeneration is observed in all 

micro-CT view. 

a) b) 

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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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16. Micro-computed tomographic findings of Rat 20.  

 

다. 통계학적 결과 

 

독립된 두 집단의 모평균의 분석을 위하여 독립 이 표본 t-검정 통계분석을 

시행하였다. 유의 수준은 95%로 설정하였다. 4주, 8주 군의 집단 간 모평균은 

다음과 같다. (table 2,3) 집단 간 모평균을 시각적으로 표현하기 위하여 

각각의 변수에 대한 측정치를 그래프로 표현하였다(Figure 17). 4주 TbSp 

검정치(P= 0.106)를 제외하고는 모두 p-value < 0.05 이하로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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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2. Statistical analysis of 4 week control and experimental group 

 

* : p < 0.01, ** : p < 0.001, *** : p < 0.0001 

 

Table 3. Statistical analysis of 8 week control and experimental group 

 
* : p < 0.01, ** : p < 0.001, *** : p < 0.0001 

 

 

 
BV/TV 

Mean(SD) 

TbTh(㎛) 

Mean(SD) 

TbN(1/mm) 

Mean(SD) 

TbSp(㎛) 

Mean(SD) 

Control group 3.25(3.61) *** 111.54(102.31) *** 0.11(0.12) *** 313.67(285.77) ** 

Experimental 
group 

8.95(2.60) *** 233.96(44.20) *** 0.45(0.16) *** 533.37(16.70) ** 

 
BV/TV 

Mean(SD) 

TbTh(㎛) 

Mean(SD) 

TbN(1/mm) 

Mean(SD) 

TbSp(㎛) 

Mean(SD) 

Control group 4.37(1.43)*** 179.45(52.91)* 0.25(0.04**) 542.42(11.49) 

Experimental 

group 
8.43(2.69)*** 240.82(75.57)* 0.38(0.13)** 530.48(25.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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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17. Diagram showed difference between control and experimental 

group breifly. (Bone fraction volume; BV/TV, Trabecular 

thickness; TbTh, Trabecular separation; TbSp, Trabecular 

number ;Tb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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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조직형태학적 소견 

 

(1) 4주군 

 

(가) 대조군 

 

대조군에서는 이식된 BCP가 연조직에 의해 둘러 쌍여 유지되고 있었으며, 

신생골의 형성은 관찰되지 않았다. BCP block의 pore는 연조직의 침투가 

관찰되었다. 신생 혈관 조직의 수는 실험군에 비하여 극히 적었다(Figure 18). 

 

 

 

 

 

 

 

Figure 18. Histomorphologic(H-E stain) findings of the 4-week control  

group. Soft tissue encapsulation and no evidence of new bone 

formation. a) X50; b) X100 magnification; the red arrow shows 

soft tissue ingrowth to the BCP micropore. 

 

a) 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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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실험군 

이식된 BCP pore 내에 신생골과 , 골모세포 , angiogenesis의 양상이 

관찰되었다. 피질골의 안쪽에는 신생혈관과 미성숙된 골 조직이 혼재되어 

있는 양상이 관찰되었다. 골수가 생성되어 있으며 고배율로 관찰 시 층판 

구조의 골 조직내에 osteocyte가 다수 관찰되었다(Figure 19). 

 

 

 

 

 

 

 

 

 

 

 

Figure 19. Histomorphologic (H-E stain)findings of the 4-week 

experimental group. Formation of immature woven bone is 

seen. Simultaneous bone marrow formation ,red blood cell 

and active angiogenesis is observed. a) X12.5; b) X50; c) 

X200; d) X400 magnification 

a) b)

c) 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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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8주군 

 

(가) 대조군 

 

4주 대조군과 동일한 소견 관찰되었다. 이식된 BCP와 숙주골은 

incorporation이 이루어지지 않아 연조직이 개재되어 있었다. 일부 pore 

안으로 소수의 신생골 ingrowth가 이루어져 있었다. Masson 염색 시 골 

결손부에 골 생성이 전혀 이루어 지지 않고,  type I collagen이 산재 되어 

있는 양상 관찰되고 있었다(Figure 20). 

 

(나) 실험군 

 

골 개조가 일어난 재생골이 관찰되며 , 숙주골과 골유합이 일어난 양상 

관찰되었다. 비골에서 연속적이고, 균일한 직경과 내부 골수강의 구조를 가진 

재생 비골이 관찰되었다. Masson 염색 시 결손부에 신생 골 조직이 명확히 

관찰되었다. Marrow 내에도 신생 골 생성으로 인한 골 조직이 관찰되었고, 

신생 비골과 인접한 잔존 BCP pore 내에도 골 조직의 ingrowth 가 

관찰되었다(Figure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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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20. Histomorphologic(H-E stain and Masson trichrome stain) 

findings of the 8-week control group. Red arrow shows 

interpositional soft tissue between BCP block and fibula. BCP 

block is encapsulated by soft tissue and no bone ingrowth to 

micropore. a,d) X12.5; b,e) X50; c,f)X100 magnification 

 

a) 

b) 

c) f)

d)

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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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21. Histomorphologic findings of the 8-week experimental group. 

          A continuous connecting cortical bone is noticeable between 

remaining fibula and newley formed neo-fibula bone. And the 

inner part is gradually replaced by bone marrow. a) X50; b, f) 

X50; c, g) X100; d, h)X200 e) X12.5 magnification 

h) g) 

f) e) 

b) a) 

c) 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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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V. 고  찰 

 

Bisphosphonate 제제는 현재 가장 효과적인 골 흡수 억제제로 파젯트 병의 

치료를 위하여 임상에 처음 도입되었다(Rodan and Martin, 2000). 그 

분자생물학적 작용기전은 약의 종류에 따라 조금씩 다르지만, 가장 널리 

사용되는 nitrogen 함유 bisphosphonate 제제의 작용 기전은 특징적으로 

파골 세포내의 콜레스테롤 합성 시 mevalonate 경로의 효소를 

억제한다(Fisher et al., 1999). 이것은 파골세포의 기능에 필수적인 역할을 

한다고 알려진 Rho, Rab등과 같은 GTP 결합단백의 합성에 필요한 

geranylgeranyl diphosphate의 농도를 감소시키게 되어, 결과적으로 파골 

세포의 세포 예정사를 유도한다는 것은 여러 논문들에 기술되어 익히 알려진 

사실이다(Luckman et al., 1998; Murakami et al., 1995; Reszka and Rodan, 

2003; Rodan and Martin, 2000; Sato et al., 1991; van beek et al., 1999; 

Vasikaran, 2001). 이러한 파골 세포에 대한 약리기전은 임상가로 하여금 

bisphosphonate를 전신 투여 경로를 통해 골격계의 positive bone balance를 

유지하기 위한 약제로 널리 쓰이게 하였다(Bone et al., 2004).  

하지만 bisphosphonate 전신 투여 시 나타날 수 있는 소화기계의 부작용 

(Bone et al., 2000)과, 몇 해 전부터 대두된 bisphosphonate related 

osteonecrosis of the jaw(BRONJ)의 합병증은 (Allen and Burr, 2009) 

임상 적용에 있어 국소 적용의 필요성을 대두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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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년대 초반부터 일부 정형 외과의사들이 Total Hip Replacement(THR) 

동물 실험 모델에서 Bisphosphonate 국소적용의 효과에 대한 여러 실험 

결과를 보고하였다. Per Aspenberg 등은 2002년 Bone conduction 

chamber를 이용한 동물 실험을 통하여 골 대체재를 이식하기 전 1.0 mg/ml 

alendronate 용액에  국소 적용 하는 것은 이식재의 흡수를 방지한다고 

보고하였다(Aspenberg and Astrand, 2002). 또한 Agholme등은 2009년에 

동일한 모델에서 시행한 Dose-response study를 통하여 이러한 효과는 

Alendronate 용액의 농도에 의하여 효과가 좌우된다고 기술하였다(Agholme 

and Aspenberg, 2009). 그러나 이러한 In vivo 연구들의 기본적인 관심은 

여전히 파골 세포의 억제 기전에 의한 positive bone balance에 머물러 

있었다.  

하지만 최근 bisphosphonate 제제의 골모세포에 대한 anabolic 효과의 

근거들이 점차 힘을 얻어가고 있다.  Im 등과 Van Knoch 등은 in-vitro 

실험에서 10-8M 농도 영역의 bisphosphonate가 골모세포를 증식시키는 

능력뿐 아니라, 중간엽세포를 골모세포로 분화 유도시키는 골 유도 특성이 

있음을 주장하였다(Im, 2004; von Knoch et al., 2005; Wang et al., 2010). 

Bisphosphonate가 골모세포에 미치는 직접적인 동화 작용의 기전은 아직 

완전히 이해 되지는 않았다(Allen and Burr, 2010). 하지만 여러 연구들에서 

파골세포 내의 콜레스테롤 합성 시 mevalonate 경로의 효소를 차단하는 것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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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관성이 있다는 가설을 제시하고 있다(Giuliani et al., 1998; Im, 2004; 

Mathov et al., 2001).이러한 동화작용에 대한 이론적인 근거는 현재까지 두 

가지가 제시되고 있다. 첫 번째 근거는 statin에 대한 Mundy 등의 연구에 

기초한다. 약 30,000가지의 천연 물질 중 유일하게 BMP-2 유전자의 발현을 

증가시킨 Statin은 원래 혈중 콜레스테롤 농도를 낮추려는 목적으로 이미 

임상에서 널리 쓰이던 고지혈증 제제로 그 기전은 간의 콜레스테롤 합성 

과정의 mevalonate 경로 중 3-hydroxy-3-methylglutaryl coenzyme 

A(HMG Co-A) reductase를 억제하여 콜레스테롤의 합성을 

방해한다(Mundy et al., 1999). 따라서 이와 유사한 기전을 지닌 nitrogen 

함유 bisphosphonate가 BMP-2 유전자의 발현을 증가시켜 골모세포의 

분화와 유도를 촉진한다는 추론이다. 두 번째 근거는 2009년에 발표된 

Hayashi등의 연구에 기초한다. MC3T3-E1 세포를 이용한 in-vitro 

연구에서 10-8M의 alendronate를 세포에 적용 시 BMP/Wnt 

antagonist(Follistatin, Dan)의 발현을 억제하여  골모세포로의 분화를 

촉진한다고 발표하였다(Hayashi et al., 2009).  

따라서 이러한 실험 결과를 검증하기 위하여 본 저자는 alendronate의 파골 

세포에 대한 작용과 별도로 골모세포에 직접적으로 작용하여 anabolic효과가 

있다는 가설을 세운 후, 가설을 검증하기 위하여 FDA 허가를 받은 

Alendronate 제제인 Fosamax®를 사용하여 웅성 백서의 비유합 분절성 비골 

모델에서 실험을 진행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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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실험 시 웅성 백서의 비골 모델을 사용한 이유는 첫째는 친숙하면서 

수술의 술식이 간편하다는 점, 둘째는 웅성 백서의 비골은 4mm 이상의 골 

결손에서 spontaneous healing이 매우 어렵다고 알려져 확실한 골 유도능 

효과를 가늠할 수 있는 실험 모델이라는 점, 셋째는 비골이 하중 부하를 받지 

않아 특별한 고정을 하지 않아도 이식편이 유지될 수 있다는 점 

이었다(Lazard et al., 2011). 또한  백서 비골의 경우 2mm의 분절성 골 

결손도 자발 치유 되지 않으며, 오히려 골 결손의 크기가 시간이 지남에 따라 

오히려 증가하는 양상이라고 보고하였다(Lazard et al., 2011). 이러한 주장은 

본 실험의 대조군 결과와도 일치한다. 본 실험의 대조군의 μCT의 축 상 

절단면의 골 밀도는 피질골 정도로 경화되었으며, 골 치유 시 특징적으로 

관찰되는 골수강의 개방 양상이 전혀 관찰 되지 않았다. 이는 임계 크기 

이상의 골 결손에 의하여 골 재생이 전혀 일어나지 못할 뿐 아니라, 점진적인 

골 흡수가 진행된 것으로 판단 할 수 있다. 4주 대조군의 7~8mm 정도의 골 

결손 크기가 8주 대조군에서는 10mm 이상으로 커진 결과는 이러한 소견을 

뒷받침한다.  

 

앞서 간략히 기술한 바와 같이 Bisphosphonate의 anabolic 효과는 특정 

농도의 영역에서 나타난다고 알려져 있다.  Im 등은 In-vitro에서 10-6 

M에서 10-8 M 영역의 alendronate가 골 유도효과가 있지만, 10-4M에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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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히려 세포 증식과 세포 분화가 모두 억제 된다고 보는 bisphosphonate의 

농도 의존적 현상을 제시하였다(Im, 2004). 이러한  농도 의존적 현상은 

여러 In-vivo 실험에서도 관찰되었다. Bobyn 등은 2009년 개의 다리에 

hydroxyapatite coating implant에 각각 0.05mg, 0.20mg zolendronate 

solution을 적용하여 주사전자현미경으로 관찰한 실험에서 0.05mg군의 경우 

신생골 생성 양이 9.9±7.4%, 0.20mg 군에서는 13.7±5.0%로 유의하게 

차이가 난다고 보고하였다(Bobyn et al., 2009). Jakobsen 등은 2009년 쥐의 

humerus의 결손부에 동종골을 각각 0.005mg/ml, 0.05mg/ml, 0.5mg/ml의 

zolendronate 용액으로 처리한 후 이식하였다. 4주 후 시행한 기계적 

punch-out test에서 0.005mg군의 maximum shear stiffness가 가장 높음을 

보고하였다(Jakobsen et al., 2009). 이전의 Alendronate를 이용한 In-vitro 

연구에서 가장 효과적인 농도는 10-8M 이라고  알려졌지만 , In-vivo 

연구에서 이러한 몰 농도를 적용하기에는 무리가 있었다. 따라서 본 

실험에서는 국소 적용 시 주변에 용출되는 적정 농도의 alendronate 용액을 

이전 다른 연구진들의  동물 실험의 결과를 참고하여 2.0mg/ml (0.00615 

M)로 결정하였다.  

 

생체 내 국소 적용 시 Bisphosphonate를 안정적으로 장기간 주변 환경으로 

용출하기 위한 drug delivery system으로써 Calcium phosphate의 장점은 

여러 기초학적 연구에 의해 보고되었다. Calcium phosphate의 생체 친화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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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포에 의한 재료의 흡수, 검증된 골 전도 효과는 구강악안면영역에서 이미 

많은 임상 증례로 증명되었다(Lichte et al., 2011). 유용한 Drug delivery 

system은 용출된 약제의 효과적인 국소화와, 약제의 자가방출 조절이 

가능하여야 한다(Ranade, 1991). Bisphosphonate는 골조직의 Ca-P 성분과 

화학적으로 결합하기 때문에 slow release가 가능하여 한번의 적용으로도 

target 조직에 고농도의 약물을 직접적으로 장시간 전달할 수 있다(Srisubut et 

al., 2007; Yaffe et al., 1997). 또한 자가방출의 조절을 위하여는 delivery 

system이 초기에 붕괴되지 않고 충분한 시간 동안 유지되어야 한다(Gauthier 

et al., 1999; Ranade, 1991). Denisson등은 1994년 olpadronate loaded 

hydroxyapatite의 가능성에 대하여 가장 먼저 보고하였다(Denissen et al., 

1994). 2005년 Josse등은 zoledronate solution을 Calcium deficients 

apatite(CDA), Biphasic calcium phosphate(BCP), tricalcium 

phosphate(TCP)에 각각 국소 적용 한 결과 TCP는 총 96%의 zoledronate를 

함유할 수 있었으며, 약 72시간에 걸쳐 용출되었으며, BCP는 38%, CDA는 

89%의 zoledronate를 4일간에 걸쳐 용출하였음을 31P NMR spectroscopy를 

통하여 확인하였다(Josse, 2005). 따라서 이론적으로 bisphosphonate을 

함유하기 위한 이상적인 drug delivery system은 CDA와 BCP라 할 수 있다. 

 

본 저자의 실험에서는 위와 같은 논문들을 근거로 2.0mg/ml ALN Loading 

BCP를 제작하여 웅성 백서의 비유합 비골 동물 모델에 적용하였고, 두 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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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을 도출 할 수 있었다. 첫 번째는 2.0mg/ml alendronate 용액은 이식된 

BCP의 흡수를 막는 효과가 확실히 있다는 것 이다. 두 번째는 천천히 용출된 

2.0mg/ml alendronate 용액은 주위 정상골의 미세 골구조를 

향상시키고(positive micro-architectural modification), 골 결손부의 재생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다.  

본 실험의 4주, 8주군 모두에서 이식된 BCP는 대조군에 비하여 실험군에서 

흡수가 되지 않고, 잘 유지 되고 있는 것을 확인 할 수 있었다. 그 이유는 잘 

알려진 bisphosphonate의 파골 세포의 억제 기전으로 인해 이식재의 흡수와 

붕괴가 일어나지 않았기 때문으로 보인다. 이러한 사실은 결손부의 골 재생을 

도모 해야 하는 임상 상황에서 장점이 될 수 있다. 골 결손부에서 신생골의 

생성을 위한 비계 역할을 하기 위하여는 신생골의 형성 전까지 생체 내에서 

흡수되지 않고, 신생골의 형성 시간까지 유지 되어야 한다(Lichte et al., 

2011). 하지만 널리 쓰이는 제재 중 친수성, 생체 친화성을 지닌 β-TCP, 

BCP의 경우 빠른 붕괴를 보이며, 반대로 hydroxyapatite의 경우는 장기간 

유지되지만, 생체내에서 거의 흡수되지 않아 이물 반응을 보인다. 따라서 본 

실험의 결과를 토대로 차 후 골 수복의 영역에서 빠른 흡수를 보이는 골 

이식재의 붕괴 방지를 위하여 비스포스포네이트를 국소 적용 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논의를 더 확장하면 자가골의 이식 후 나타나는 부피 

감소는 재개조 과정 시 재혈류화로 인한 파골 세포의 유입으로 인해 발생한다. 

특히 악안면부 결손의 재건 시 많이 사용되는 자가 장골의 경우 이식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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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유과정에서 약 40% 이상의 부피가 흡수된다고 알려졌다(Sbordone et al., 

2009). 따라서 자가골 이식 전 적정 농도의 비스포스포네이트 용액을 

국소적으로 처리하는 것도 흡수 방지를 위한 좋은 방법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육안적 소견, 방사선 필름 소견과 전반적인 μCT를 관찰 할 때 대조군과 

비교하여 실험군의 골 재생이 월등히 잘 이루어 졌음을 확인 할 수 있다. 

μCT 상 대조군과 다르게 실험군 개체들에서는 절단면 골수강의 개방 양상, 

경골 직경과 유사한 정도까지 재생된 비골의 직경이 확대된 소견, 골 

결손부로 신생골이 생성되어 들어가는 소견 관찰되었다. 이것은 골의 재생이 

이루어 지고 있음을 강하게 시사해준다. 하지만 이러한 골 재생이 

bisphosphonate에 의한 골 유도인지는 추가적인 근거들이 필요하다. 골의 

결손부에 이식재를 삽입 시 신생골이 형성되는 기전은 아직 모두 이해되지 

않고 있다(Barradas et al., 2011; Yuan et al., 2002). Barradas등의 개관 

논문에는 이식재의 치유기전에 따른 두 가지 골 생성 경로에 대한 여러 

연구들의 합의점에 대하여 기술하고 있다. 즉 골 유도에 의한 이식재로의 

신생골 생성의 경우에는 연골내 골화의 골 생성 기전을 보인다는 보고가 많이 

있고, 이식재의 골 전도능에 의한 신생골 생성의 경우는 이식재로의 막내 

골화의 골 생성 기전을 따른다는 연구가 많다고 기술하였다(Barradas et al., 

2011). 물론 다른 여러 가지 요소들도 골 이식재의 골 재생 기전에 영향을 

미친다. Kuboki등은 BMP에 의한 골 유도 시 나타나는 두 가지 재생 기전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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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여부의 혈류화 정도, 산소 공급 정도, 이식재의 micromotion 여부 같은 

다른 요소에 의해서도 좌우 될 수 있다고 보고하였다(Kuboki et al., 1995). 

Reddi 등은 조직학적 연구를 통해 백서에 BMP가 발현된 탈회 동종골을 삽입 

후 나타나는 골 생성은 반드시 연골내 골화에 의한 것 임을 

보고하였다(Reddi, 1981). 그 순차적인 조직학적 과정은 중간엽 세포가 화학 

주성에 의하여 이식부위로 모이게 되고, 연골모세포로 분화, 증식하게 된 후 

이 세포가  분비하는 연골성 세포 외 기질에 혈관 등이 침투하여 재개조된 후 

유골 조직을 거쳐, 골수강의 구조를 가진 정상 골 구조의 형성이다(Reddi, 

1981, 1994).Yuan등은 2002년 염소의 근육 사이에 calcium phosphate만을 

이식 후 조직학적으로 관찰한 연구에서 모든 군에서 항상 막내 골화에 의해 

골 재생이 되었음을 보고하였다(Yuan et al., 2002). Habibovic 등도 2008년 

역시 염소의 근육 사이에 다양한 종류의 calcium phosphate제제를 삽입 후 

시행한 조직학적 연구에서 막내 골화에 의한 골 재생이 항상 이식재의 pore 

안쪽에만 국한되어 재생됨을 보고하였다(Habibovic et al., 2008). 하지만 Liu 

등은 2005년 백서를 이용한 BMP-2 함유 이식재에 관한 연구에서 골 유도 

기전에 의한 이식재 내로의 골 생성은 이식재의 주변부에서 개시되어, 

표면에서 점차 안쪽으로 진행된다고 주장하였다. 하지만 골 생성은 막내 

골화에 의한 것이라고 보고하였다(Liu et al., 2005). 이러한 현재의 

연구자들간의 합의점을 참고할 때, 본 실험의 이식재 주변의 연골 내 골화가 

이루어진 소견과 골 재생이 주로 골 이식재의 주변부에서 일어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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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re내로의 직접적인 골 침착이 이루어지지 않은 소견은  ALN-loaded 

BCP의 골 유도능을  간접적으로 증명해주는 소견이다. 

또한 골 유도능이 있음을 뒷받침해주는 흥미로운 소견은 8번 개체에서 

이식편이 수여부위에서 축 변위되었지만, 골 접촉 없이도 변위된 BCP를 

향하여 골 재생이 이루어 진 듯한 양상이었다. 이식편의 안정된 고정이 골 

재생에 중요한 전제 조건 임을 생각 할 때(Lazard et al., 2011), 축에서 

벗어나 골과 접촉이 없음에도 변위된 이식편을 향하여 골 재생이 이루어 진 

것은 이식체 자체에 골 유도능이 있다는 중요한 근거이다.  

신생골의 재생 뿐 아니라 주변 골의 미세구조의 변화를 평가하기 위하여 

μCT의 축 상 단면을 3차원적으로 재구성하여 4가지 형태 계측학적 

평가요소인, Bone fraction volume(BV/TV), Trabecular thickness(TbTh), 

Trabecular separation(TbSp), Trabecular number(TbN)를 측정하여 

검증하였다. 이러한 측정은 골의 밀도, 미네랄 함량, 수질골의 미세구조를 

연구하는 대표적인 측정치들로 알려져 있다(Stauber and Muller, 2008). 

Muller 등은 1998년 63명의 장골 검체를 μCT촬영을 시행 후, 조직 

염색하여 광학 현미경에서 관찰 하여, 내부 미세골 구조에 대한 두 가지 평가 

방법의 관계를 비교한 논문에서 모든 측정치에서 높은 상관 관계를 나타냄을 

보고하였다. 즉 μCT를 이용하여 조직 수준까지의 관찰도 가능함을 

보고하였다(Mller et al., 1998). 본 연구에서 4주 실험군은 대조군에 비하여 

bone volume fraction(BV/TV: +92%), trabecular number(TbN: +52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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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의한 증가와 trabecular separation(TbSp : -3 %)의  감소를 통하여 주변 

정상골의 수질골의 micro-architecture에 긍정적인 영향(Positive micro-

architectural modification)을 미친 것을 확인 할 수 있었다. 4가지 측정치는 

통계학적으로 two sample t-test를 통하여 유의성이 있음을 알 수 있었다. 

2010년 Verron등은 골다공증을 유발한 암양의 대퇴골에 bisphosphonate를 

국소 적용 한 후 관찰한 미세주사 전자현미경 사진 검사에서 미세 골 구조의 

개선을 보고하였다 (Verron et al., 2010). 이와 같은 결과를 얻은 본 실험의 

경우도 Positive micro-architectural modification이 국소 용출된 

bisphosphonate 제제로 인한 골모세포의 분화 증가로 인한 것으로 강하게 

추정할 수 는 있지만, 정확한 원인-인과관계의 규명은 조직면역화학염색을 

통한 골모세포가 분비하는 표현 단백질이 대조군에 비하여 유의하게 

증가하였는지를 반드시 검증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본 저자는 국소 용출된 비스포스포네이트 용액이 숙주의 골모세포에 

anabolic effect를 가진다는 가설을 세운 후 실험을 통하여 두 가지 결론을 

얻었다. 첫째는 이식편의 흡수를 방지한다는 점과 둘째는 골의 재생에 

긍정적인 영향을 끼치며, 주변 숙주골로 용출된 bisphosphonate 용액이 

주변골의 micro-architectural modification을 가져 왔다는 결론을 

도출하였다. 하지만 이 논문의 중요한 취약점은 다음과 같은 해석을 배제 할 

수 없다는 것이다. 파골 세포를 억제하여 골 이식재가 흡수되지 않아 골 

전도능 역할을 하는 비계가 장시간 유지되면서 신생골 침착이 용이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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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루어졌고, 따라서 이것이 골 재생으로 이어 졌을 거라는 해석도 가능하다는 

것 이다. 비록 골재생의 양상에 대한 여러 조직형태학적 논문을 근거로 본 

실험의 골재생 양상으로 미루어 골 유도능이 있다는 결론을 내렸지만, 정확한 

원인–인과 관계는 주변에 골모세포에 대한 표지자를 RT-PCR(reverse 

transcription polymerase chain reaction) 혹은 조직면역화학 염색을 통해서 

밝혀 질 것으로 생각된다. 또한 In-vivo 연구에서 적정한 bisphosphonate 

농도를 찾기 위한 추가적인 Dose–response study, 단순한 국소 적용이 아닌 

bisphosphonate를 이식체 자체에 화학적, 기계적으로 결합시키는 다양한 

기초학적 연구를 통해 drug delivery system에 대한 후향 연구도 지속적으로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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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 결 론 

 

Bisphosphonate가 골모세포에 동화 작용을 통하여 골 재생에도 순기능을 

가진다는 가설을 설정하고, 웅성백서 비골의 임계크기 분절성 골 결손에서 

적정농도의 비스포스포네이트 용액을 국소 적용한 본 실험에서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었다. 

 

1. 국소 적용되어 용출된 bisphosphonate는 이식된 골 대체재의 흡수를 

방지한다. 이를 통해 붕괴되지 않고, 지속되는 골 대체재는 골 전도의 

측면에서 유리한 환경을 조성하여 결손부의 골 재생에 긍정적인 영향을 

가져온다. 

   

2. 적정한 농도의 bisphosphonate 용액은 주변골의 생성을 유도하여 결손부 

골 재생을 돕는다.  

 

3. 용출된 적정한 농도의 비스포스포네이트 용액은 인접 정상 미세골 구조도 

변화 시키며(positive micro-architectural modification), 이것은 

골다공증 환자에서 전신 투여가 아닌 근골격계로의 국소 투여의 가능성을 

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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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이와 같은 비스포스포네이트 용액의 기전은 악안면 재건 영역에서 골 

재생의 측면에 유용하게 쓰일 수 있다. 

 

본 연구는 비스포스포네이트의 새로운 기전을 동물실험을 통하여 

증명하였다. 저자는 이 연구를 통해 구강악안면외과의에게 BRONJ라는 

합병증으로만 널리 알려져 자칫 선입견을 가질 수 있는 비스포스포네이트의 

이면에 있는 재건 측면에서의 장점을 증명하고자 하였고, 적정한 농도의 

확립과 효과적인 약제 전달 시스템을 가질 경우, 골 재건의 영역에서 비용 

대비 효과 면에서 반향을 일으킬 수 있을 것이라 생각된다. 하지만 이 전에서 

적정 농도에 대한 추가적인 동물 실험, 합리적인 약제 전달 체계의 확립이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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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Effect of locally administered bisphosphonate on bone regeneration 

and micro-architecture in  segmental defect in the SD rat fibula 

 

Jin-Il Kwon 

 

Department of Dentistry 

The Graduate School, Yonsei Univers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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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isphosphonate is a well known as a bone resorption inhibitors, and 

mechanism of action is induce programmed cell death of osteoclast, that has 

already been described in several papers. Recently, however, many in-vitro 

study report that, optimum concentration of the bisphosphonate act not only 

osteoclast, but also osteobalst. This action brings the anabolic effects of 

osteobla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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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refore, this author postulate, bisphosphonate, that is administrated 

topically on graft material has anabolic effect on osteoblast function. and to 

prove this hypothesis, we use critical segmental defect model of SD rat 

fibula and biphasic calcium phosphate as a drug delivery system. 

  Rat victimized in 4 weeks, 8 weeks after operation. and we inspect change 

of bone regeneration of defect site, peripheral bone mineral content, micro-

architecture of surrounding bone and  following results were obtained. 

 

1.  Locally administered BP solution dissolved from graft material and 

protect material from resorption, degradation. 

 

2. Optimum concentration of bisphosphonate solution induce osteoblastic 

differentiation. and it result bone apposition to defect site. 

 

3. Locally administered BP solution modify the micro-architecture of 

surrounding bone. (positive micro-architectural modification) 

 

Through animal study, this author obtain above innovative result. Our 

knowledge about bisphosphonate limited as a complication of the jaw. name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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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RONJ. But I prove positive effect of it. If establish of optimum 

concentration of bisphosphonate and developmentof novel drug delivery 

system, I convince this system imply great advantage at maxillofacial 

reconstruction field. But further study must be preceded about optimum 

concenstration, novel biomaterial to drug delivery 

 

 

 

 

 

 

 

 

 

 

 

 

 

Key word : Bisphosphonate, Bone regeneration, biphasic calcium phosphate, 

Drug delivery 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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