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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요약 

 

웅성 백서 비골의 분절성 골 결손에서  

콜라겐을 함유한 이종골 및 rhBMP-2의 국소 적용이 

골 재생과 미세골 구조에 미치는 영향 

 

종양, 외상 등으로 인한 골 결손 시, 자가골을 이용한 재건술이 첫 번째로 

고려될 수 있으나 공여부가 불충분하거나 없는 경우 자가골 이용에 제한이 

따른다. 이에 계속적인 골이식재의 개발이 필요하며, 현재 여러 이종골 및 합성골, 

골 형성 인자에 대한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다.  

골 형성 인자인 bone morphogenic protein(BMP)의 한 종류인 recombinant 

human bone morphogenic protein-2(rhBMP-2)는 골 치유 시 신생골 형성을 

유도할 수 있는 인자로 알려져 있다. 이종골(xenogenic bone) 이식재 역시 

대부분의 상황에서 자가골의 대체물로 사용 가능하며, 주로 bovine bone, 

porcine bone 및 coral exoskeleton이 쓰이고 있다. 본 연구는 임상 전 단계 

실험의 일환으로, 돼지뼈와 돼지 피부 유래의 콜라겐으로 이루어진 이종골 및 

rhBMP-2를 웅성 백서 비골의 임계크기 이상의 분절성 골 결손부에 이식하여 골 

치유 양상을 비교, 평가하고자 하였다.  

실험은 8주령의 Sprague-Dawley 백서 16마리를 대상으로 하였으며, 양측 

비골에 약 7mm의 임계 크기 이상의 분절성 골 결손을 형성한 후 좌측에는 

돼지뼈 유래의 이종골을 이식하였고, 우측에는 rhBMP-2를 absorbable collagen 

sponge에 흡수시켜 이식하였다. 실험 후 4주, 8주 후 경과 후에 무작위로 각각 

8마리씩 희생하여 비골을 적출하였으며, 육안적, 방사선학적, 조직학적인 관찰을 

시행하였다.  

4주 실험군의 좌측 비골에서, 분절성 골 결손부에 이식하였던 이식재가 

원래의 형태인 알갱이 모양을 유지하며 남아 있는 양상을 관찰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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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식재와 비골 간의 골간 결합은 관찰할 수 없었고, 약한 섬유성 결합이 

관찰되었다. 조직형태학적 으로 관찰 시 골 결손 부위에서의 신생골 형성은 

일부분 관찰되었고, 대식세포에 의한 골이식재의 탐식 작용을 볼 수 있었으나 

염증 세포의 밀집은 관찰되지 않았다. 8주 실험군의 좌측 비골도 대체로 

비슷한 소견을 보였으며, 조직형태학적으로는 섬유성 결합이 증가한 것을 볼 

수 있었다. 

4주 실험군의 우측 비골에서, 분절성 골 결손부의 골 재생이 일어났으며 

완전한 골 유합을 보였다. 일부에서는 과증식된 골이 형성되었으나 대체적인 

형태는 비골의 모습을 따랐으며, 원래의 비골과의 연속성이 유지되었다. 

조직형태학적으로 피질골 및 골수강이 관찰되었고 골세포 및 골아세포, 많은 

조혈세포와 혈관이 확인되었다. 8주 실험군의 우측 비골도 대체로 비슷한 소견을 

보였으며, 과증식된 골의 양은 대체로 4주 차보다 적으며 bone remodeling 이 

일어난 양상을 볼 수 있었다.  

이번 연구를 통하여, 본 실험에 사용한 이종골 이식재의 골전도능은 확인할 

수 있었으나, 골유도능이 있다고 보기에는 이번 실험에서는 어려울 것으로 

생각된다. 골이식재 자체의 개선 및 실험 모델의 개발이 필요할 것으로 여겨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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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세대학교 대학원 치의학과 

 

백  지  웅 

 

 

Ⅰ. 서  론 

 

종양, 외상 등으로 인한 골 결손 시, 자가골을 이용한 골 결손의 재건들이 첫번째로 

고려될 수 있다. 그러나, 공여부의 수술이 부가적으로 필요하며, 공여부가 불충분하거나 

공여부로 사용될 만한 부위가 없는 경우 자가골을 이용할 수 없는 한계가 있다. 이에 

골이식재의 개발 및 연구가 필요하며, 이종골, 합성골, 골 형성 인자 등의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  

 

BMP(Bone morphogenic protein)는 transforming growth factor-β superfamily의 

한 종류로, 이 단백질은 배아의 발달과 골격의 형성에 영향을 미친다고 알려져 있다. 

(Schliephake H. 등, 2002) 이의 재조합형인 rhBMP-2(recombinant human BM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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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는 많은 연구가 진행되고 있는 재료로, 골 치유 시 신생골 형성을 유도할 수 있는 

재료로 알려져 있다. 최근에는 이의 골 유도 능력을 인정받아 여러 상품으로 

출시되었는데, 미국 FDA(Food and Drug Administration)에서는 2002년 anterior 

lumbar spinal fusion에 rhBMP-2의 사용을 승인하였으며, 2007년에는 maxillary 

sinus floor augmentation시 rhBMP-2의 사용을 승인하기도 하였다. (Burkus JK등, 

2002; Triplett RG등, 2009) 이외에도 많은 연구에서 rhBMP-2의 임상 적용을 

보고하고 있는데, 구강악안면외과 영역에서는 외상 또는 종양으로 인한 하악골 결손 

환자군에서의 적용, 구순구개열 환자에서의 장골을 이용한 치조골 수복 등에 

이용했다는 증례 보고들이 있다. (Shaun C등, 2013; Canan LW JR등, 2012) 

이종골(xenogenic bone) 이식은 합성골과 더불어 자가골 수복을 할 수 없을 때 

혹은 사용이 제한될 때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다. 시중에 여러 가지 종류의 제품이 

시판되어 있는데, 주로 쓰이는 종류로는 소뼈(bovine bone), 돼지뼈(porcine 

bone)가 있으며 최근에는 산호 외골격(coral exoskeleton)인 칼슘 카보네이트를 

이용한 골이식재도 널리 사용중이다. (Di Chen등, 2004) 이러한 이종골은 대부분의 

골 이식 상황에서 자가골의 대체물로 사용 가능하며, 자가골과 달리 무제한적으로 

얻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기존 박세현 등의 연구에서, 10μg 용량의  rhBMP-2 의  골 형성 능력에 대한 

검증이 이루어졌으나, 타 이식재와 비교하여 분석하지는 못하였다. (박세현 등, 2009) 

이에, 본 연구의 목적은 porcine bone 을 기원으로 새로 개발된 이종골과 이미 골 

형성 능력이 있는 것으로 알려진 rhBMP-2 를 백서 비골의 임계 크기 결손 모델에 

이식 시 나타나는 골 치유의 양상을 비교 관찰하기 위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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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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bula), 총 32 부위를 이용하였다. 암컷의 경우 호르몬의 변화 

등으로 인해 결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수컷만을 이용하였다. 실험동물 반입 및 

실험에 대한 절차는 연세대학교 의료원 임상 의학 연구센터의 동물 실험 지침에 

따랐다. 

 

2. 연구 방법 

 

가. 실험 설계 

 

웅성 백서 16마리의 양측 비골에 7mm의 분절성 골 결손을 형성한 후, 좌측 골 

결손부에 돼지뼈와 콜라겐으로 구성된 이종골을, 우측 골 결손부에 rhBMP-2 10μg을 

적신 absorbable collagen sponge 를 이식하여 각각 실험군으로 설정하였다. 기존 

연구(박세현 등, 2009)에서 동일한 실험모델로 쥐의 비골에 분절성 골 결손 후 

absorbable collagen sponge만 이식하였던 연구가 이미 있으므로, 대조군은 따로 

설정하지 않았다. 

실험 4주, 8주 경과 후에 각각 8마리씩 무작위로 희생하였다. 실험동물은 CO2 

chamber를 이용하여 희생하였으며, 실험부위인 비골을 적출하여 육안적, 방사선학적, 

조직학적인 관찰을 시행하였다. (Tabl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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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Study design 

Group Time after surgery N (site) 

Experimental 

Lt. 

fibula 

 

4wk 

 

8wk 

 

 

8 

 

8 

 

Rt. 

Fibula 

4wk 

 

8wk 

 

8 

 

8 

 

 

 

나. 실험 방법 

 

실험동물은 연세대학교 의료원 실험동물부 지침에 따라 1주일의 순화기간을 거쳐 

zolazepam(Zoletil
○R

, Virbac, Carros, France, 0.06mg/kg)과 xylazine(Rumpun
○R

, 

BayerKorea, Korea, 0.04mg/kg)을 쥐의 둔부에 근육 주사하여 전신마취를 

시행하였다. 비골 부위의 털을 상처 없이 깨끗이 면도 후, 10% povidone-iodine 

ball로 소독하였으며, 비골 상방의 피부와 근육을 절개 후 1cm이상 비골을 

노출시켰다. 버니어 캘리퍼스를 이용하여 7mm 계측 후, periosteum을 포함하여 

분절성 골 결손을 형성하였다. 

좌측 비골 실험군에서는 분절성 골 결손부에 콜라겐 함유 돼지뼈 이식재인 

CollaOss
○R
 (Bioland, Korea) 0.25cc를 saline에 40초 이상 수화시킨 후 골결손부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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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식하였다. 우측 비골 실험군에서는 분절성 골 결손부에 CowellBMP
○R  

(코웰메디, 

Korea)의 rhBMP-2만을 saline에 수화시켜 0.1mg/mL 농도로 제조하였으며, 

micropipet을 이용하여 0.1mL(총 rhBMP-2는 10μg)를 8x5x5mm의 absorbable 

collagen sponge(Bioland, Ateloplug
○R

)에 dipping하여 분절성 골 결손부에 

이식하였다.  

이식 직후, muscle cuff를 따라 absorbable 4-0 vicyl
TM

(Johnson & Johnson 

Korea, Belgium)을 이용하여 층별 봉합을 시행하였다. 이식재의 고정은 근육의 층별 

봉합으로 이루어졌다.  피부 표면은 saline gauze로 dressing후, 지혈됨을 

확인하였다. 

실험 후 실험동물은 21℃ 플라스틱 우리에서 연세대학교 의료원 임상의학연구센터 

소형동물실의 방침에 따라 물과 pellet형태의 사료를 공급받았다. 실험 4주, 8주 후 

CO2 chamber를 이용하여 각각 8마리씩 무작위로 선택된 실험동물을 희생시키고 

양측 비골을 적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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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1. Operation procedures. a) Exposed rat fibula. Bone length was measured by 

caliper;  b) 7mm segmental defect was created;  c) 10μg of rhBMP-2 with absorbable 

collagen was inserted on Rt. side of fibula;  d) 0.25cc of CollaOss
○R

 was inserted on Lt. 

side of fibu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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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방사선학적 평가 

 

술 후 4주, 8주에 희생시킨 백서의 비골을 절단하여, 평면 방사선 사진 촬영을 

실시하여 영상을 비교하였다(Voltage(kV)=60, Current(mA)=70, Exposure(s)=0.08). 

미세 컴퓨터 단층 촬영(Microtomography, SkyScan 1076, Belgium)을 실시하여 

영상을 얻었으며, 일부는 3차원 재구성을 시행하였다. 데이터뷰어(Dataviewer, 

Skyscan, Version 1.4.3)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비골의 밀도를 hounsfield unit단위로 

분석하였다.  

 

라. 조직형태학적 평가 

 

희생 동물에서 적출한 비골과 경골(tibia)를 수술 직후 포름알데히드(formaldehyde)에 

고정하였다. 연세대학교 의료원 임상의학연구센터 실험동물부 조직병리교실에서 탈회 

및 파라핀 포매를 시행하고 조직 슬라이드를 제작하였으며, 비골의 장축 방향으로 

절단하여 슬라이드를 제작하였다. H-E(hematoxylin-eosin)염색하여 광학현미경 

x10, x40, x200, x400의 배율로 관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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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결  과 

 

1. 육안적 소견 

 

가. 4주 희생군 

 

좌측 비골에서는 분절성 골 결손부에 이식하였던 이식재가 원래의 형태인 알갱이 

모양을 유지하며 남아 있는 모습을 관찰할 수 있었다. 이식재와 비골 간의 골간 결합은 

관찰할 수 없었다. 골의 절단부위에서 백서의 비골과 이식재의 경계가 명확하였으나, 

약한 섬유성 결합이 있어 골이식재가 골 결손부에 고정된 양상을 보였다. (Figure2) 

우측 비골에서는 완전한 골유합이 일어난 양상이 관찰되었으며, absorbable 

collagen sponge의 형태는 찾아볼 수 없었다. 골 절단 부위를 알 수 없을 정도로 

매끄러운 골 재생이 일어났으며, 대체로 원래 비골 두께만큼의 골 재생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였으나 과도하게 뼈가 생성된 부분도 관찰되었다. (Figure2) 

 

 

나. 8주 희생군  

 

대체로 좌측, 우측 모두 4주 희생군과 비슷한 육안적 소견을 보였다. 좌측 

비골에서는 4주 차와 마찬가지로, 이식재가 원래의 형태인 알갱이 모양을 유지하며 

남아 있는 모습을 관찰할 수 있었다. 골 절단 경계면은 불규칙하였고, 비골과 이식재의 

경계가 명확하였다. 이식재의 크기는 4주 경보다 다소 줄어든 양상을 보였다. (Figure2) 

 우측 비골에서는 완전한 골 유합을 관찰할 수 있었으며, 절단된 골의 사이로 

신생골이 잘 형성된 모습을 볼 수 있었다. 신생골의 부피 역시 큰 차이는 없는 

것으로 보였다. (Figure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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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2. Gross findings of tibia and fibula. Above photos are representatives from each 

experimental group.  a) Left side of tibia and fibula at 4 wk. Bony union was not 

observed between fibula and graft material. Bone graft material remained in defect site.  

b) Right side of tibia and fibula at 4wk. Complete bone union was found.  c) Left side of 

tibia and fibula at 8wk. Bony union was not observed, and bone graft material remained. 

The volume of graft material was smaller than that of 4wk’s.   d) Right side of tibia and 

fibula at 8wk. Complete bony union was found, and regenerated new bone was seen. 

Overgrown site was smaller than that of 4wk’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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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방사선학적 소견 

 

가. 평면 방사선 사진 소견 (Plain X-ray) 

 

(1) 4주 실험군  

 

ㄱ. 좌측 비골 

좌측 실험군에서는 분절성 골 결손부의 재생이 일어나지 않았으며, 이식골편과 

정상 골과의 뚜렷한 방사선 투과성 차이가 관찰되었다. 골 절단면 사이의 

부드러운 이행은 없었으며, 골이식 부위의 불투과성 및 원래 재료 그대로의 

과립형 모양이 관찰되었다. 일부에서는 이식한 부위를 벗어난 채로 골 이식재가 

위치한 것도 관찰되었지만, 대체로는 이식된 자리에 유지되었다. (Figure3) 

 

ㄴ. 우측 비골 

우측 실험군에서는 분절성 골 결손부의 재생이 일어났으며, 확대하여 관찰 시 

절단면 경계가 일부 관찰되었으나 골 절단면의 경계가 부드럽게 이행되었다. 

절단된 골 사이에서 정상 뼈와 유사한 피질골 및 수질골이 관찰되었으며, 방사선 

투과도 역시 정상 뼈와 비슷하였다. 신생골이 정상 비골의 폭보다 다소 과도하게 

생성된 부분들도 관찰되었으나 대체로 피질골의 연속성이 잘 유지되었다. 

(Figure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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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3. Radiographic findings of 4wk experimental group on Lt. side. All of them 

showed granules of grafted bone itself, and margins of cutting edges were irregular. Bone 

density of grafted site was different from normal fibular bone’s density.  Most of grafted 

bone remained on original place. In specimen h), however, grafted bone material was 

fallen out of original place. It maybe attributable to possible leakage of muscle cuff, due to 

inappropriate muscle closure during oper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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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4. Radiographic findings of 4wk experimental group on Rt. side. Bone regeneration 

was seen on all specimens, and smooth cutting edges were found. On grafted site, cortical 

and marrow bone newly grew, and its opacity in plain x-rays were similar to normal 

fibula. Overgrowth of newly formed fibular bone was found in some portion, especially on 

specimen h). Fracture of fibular bone was seen on specimen e), occurred during the 

removal of bone from the bod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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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8주 실험군  

 

ㄱ. 좌측 비골 

좌측 실험군에서는 4주 차의 소견과 마찬가지로 분절성 골 결손부의 재생이 

일어나지 않았으며, 이식골편과 정상 골과의 뚜렷한 방사선 투과성 차이가 

관찰되었다. 골이식 부위에서 원래 재료상 그대로의 과립형 모양이 관찰되었다. 

골이식재는 원래의 위치를 유지하였다. (Figure5)  

 

ㄴ. 우측 비골 

우측 실험군에서는 4주 실험군과 마찬가지로 분절성 골 결손부의 재생이 

일어났으며, 확대하여 관찰 시 절단된 경계면을 찾기가 어려울 정도로 완전한 

재생이 이루어졌다. 절단된 골 사이에서 정상 뼈와 유사한 피질골 및 수질골이 

관찰되었으며, 정상 비골의 폭보다 다소 과도하게 생성된 부분도 일부 

관찰되었으나 4주 실험군에 비하여 그 양이 적으며, 정상골과 이루는 각이 

둥글고 부드러워 더욱 remodeling 된 소견을 보였다.  (Figure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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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5. Radiographic findings of 8wk experimental group on Lt. side. All of them 

showed granules of grafted bone itself, and margins of cutting edges were irregular. Bone 

density of grafted site was different from that of normal fibular bone’s density. All of 

grafted material didn’t move to ectopic posi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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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6. Radiographic findings of 8wk experimental group, Rt. side. Bone regeneration 

was seen on all specimens, and more smoothen edges were found, compared to 4wk’s. On 

grafted site, cortical and marrow bone had grown, and its opacity in plain x-rays were 

similar with normal fibula. Overgrowth of newly formed fibular bone was found in some 

portion, and overgrown size was smaller than that of 4wk’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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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전산화단층촬영 소견(micro CT) 

 

전체 실험군의 일부 시편으로 microCT를 촬영하였으며, 3차원적 재구성을 시행하였다. 

그 결과는 다음과 같다. 

 

(1) 4주 실험군  

 

ㄱ. 좌측 비골 

육안적 관찰 및 평면 방사선 사진 소견과 유사한 형태로 관찰되었다. 비골 

절단면의 과립성 골이식재가 성상 그대로 남아 있는 모습이 관찰되었으며, 

방사선 투과도가 적게 나타났다. 3차원 재구성 영상에서, 이식된 부위의 

입체적인 형태를 확인할 수 있다. (Figure7) CT에서 장축을 기준으로 잘라 

원래의 비골 및 이식된 골 부위의 피질골과 수질골을 이어 골의 밀도를 

hounsfield unit 으로 계측 후 그래프로 비교하였으며, 골 이식 부위는 정상 

비골의 밀도와 다르게 대체적으로 높고 불균일한 밀도를 보였다. (Figure8) 

 

 

Figure 7. 3-dimensional reconstruction images of micro CT, 4wk fibula, L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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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ure 8. Long-axis CT view of 4wk fibula, Lt. Left picture indicates 

normal fibular bone, and right picture indicates grafted materials. Bone 

density was calculated along the red line. In graphs, x axes mean 

length(pixel), and y axes mean bone density(hounsfield uni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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ㄴ. 우측 비골 

육안적 관찰 및 평면 방사선 사진 소견과 유사한 형태로 관찰되었다. 절단면의 

경계가 일부 관찰되었으며, 골절단부의 새로 생성된 뼈는 명확한 피질골 및 

골수강을 가지고 있었다. 3차원 재구성 영상을 여러 각도에서 살펴볼 때 

일부분의 골은 과증식되었으나, 거의 완전한 골 재생을 확인할 수 있었다. 

(Figure9) CT에서 장축을 기준으로 잘라 원래의 비골 및 이식된 골 부위의 

피질골과 수질골을 이어 골의 밀도를 hounsfield unit 으로 계측 후 그래프로 

비교하였으며, 정상 비골 부위 및 rhBMP-2 이식 부위 모두 비슷한 형태의 

그래프로 관찰되었다. (Figure10) 

 

 

Figure 9. 3-dimensional reconstruction images of micro CT, 4wk fibula, L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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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10. Long-axis CT view of 4wk fibula, Rt. Left picture indicates 

normal fibular bone, and right picture indicates grafted materials. Bone 

density was calculated along the red line. In graphs, x axes mean 

length(pixel), and y axes mean bone density(hounsfield uni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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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8주 실험군  

 

ㄱ.  좌측 비골 

대체적으로 육안적 관찰 및 평면 방사선 사진 소견과 유사한 형태로 

관찰되었다. 4주 경과 비슷한 소견을 보였으며, 비골 절단면의 과립성 

골이식재는 성상 그대로 남아 있는 모습이 관찰되었고 방사선 투과도가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3차원 재구성 영상에서도 마찬가지의 양상을 보인다. 

(Figure11) CT에서 장축을 기준으로 잘라 원래의 비골 및 이식된 골 부위의 

피질골과 수질골을 이어 골의 밀도를 hounsfield unit 으로 계측 후 그래프로 

비교하였으며, 골 이식 부위는 정상 비골의 밀도와 다르게 대체적으로 높고 

불균일한 밀도를 보였다. (Figure12) 

 

 

Figure 11. 3-dimensional reconstruction images of micro CT, 8wk fibula, L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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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12. Long-axis CT view of 8wk fibula, Lt. Left picture indicates 

normal fibular bone, and right picture indicates grafted materials. Bone 

density was calculated along the red line. In graphs, x axes mean 

length(pixel), and y axes mean bone density(hounsfield uni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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ㄴ. 우측 비골 

육안적 관찰 및 평면 방사선 사진 소견과 유사한 형태로 관찰되었으며, 4주 

차 때와 마찬가지로 새로 생성된 뼈는 명확한 피질골 및 골수강을 가지고 

있었다. 3차원 재구성 영상을 여러 각도에서 살펴볼 때 일부 과증식된 뼈를 

제외하면 거의 완전한 골 재생을 확인할 수 있었다. (Figure13) CT에서 장축을 

기준으로 잘라 원래의 비골 및 이식된 골 부위의 피질골과 수질골을 이어 골의 

밀도를 hounsfield unit 으로 계측 후 그래프로 비교하였으며, 정상 비골 부위 

및 rhBMP-2 이식 부위 모두 비슷한 형태의 그래프로 관찰되었다. (Figure14)  

 

 

Figure 13. 3-dimensional reconstruction images of micro CT, 8wk fibula, R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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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14. Long-axis CT view of 8wk fibula, Rt. Left picture indicates 

normal fibular bone, and right picture indicates grafted materials. Bone 

density was calculated along the red line. In graphs, x axes mean 

length(mm), and y axes mean bone density(hounsfield uni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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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조직형태학적 소견 

 

가. 4주 실험군 

 

(1) 좌측 비골 

저배율 소견에서 골절단 부위 사이로 골간 결합이 없으며, 신생골 

형성 없이 grafted bone material로 채워져 있는 소견이 보였다. 

고배율 소견에서, 골이식재 입자는 대식 세포와 함께 관찰되었으며 

대식 세포에 의한 탐식작용이 관찰되었다. 일부 부위에서는 woven 

bone의 형성도 관찰되었다. 섬유성 결합이 골이식재 사이 및 

골이식재와 비골 사이에서 관찰되었다. 염증 세포의 밀집은 

관찰되지 않았다. (Figure15) 

 

(2) 우측 비골 

저배율 소견에서 골절단 부위 사이로 신생골이 관찰되었으며, 

경계가 뚜렷이 구분지어진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신생 피질골은  

골세포(osteocyte) 및 골아세포(osteoblast)를 포함하고 있었으며, 

골수강 내부는 많은 조혈세포와 혈관을 포함하고 있었다. 

(Figure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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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15. Histologic findings of the 4wk fibula, Lt. In specimen e), woven bone was seen 

in some portion, and graft material remained between normal fibular bones. Phagocytes 

and fibrous unions were seen.  

a. x10; b. x40; c. x100; d. x200; e,f. x400 magnific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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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16. Histologic findings of the 4wk fibula, Rt. New bone formation was seen on 

bony defect site. New cortical and marrow bone were seen, and bony union was found on 

border of the fibula. Osteocytes, osteoblasts, hematopoietic cells, and numerous small 

vessels were seen.  

a. x10; b. x40; c,d. x100; e. x200; f. x400 magnific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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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8주 실험군 

 

(1) 좌측 비골 

저배율 소견에서 골절단 부위 사이로 골간 결합이 없으며, 4주 

차의 소견과 같이 골절단 부위는 grafted bone material로 채워져 

있는 소견이 보였다. 고배율 소견에서, 골이식재 입자는 대식 

세포와 함께 관찰되었으며 대식 세포에 의한 탐식작용이 

관찰되었다. 섬유성 결합이 골이식재 사이 및 골이식재와 비골 

사이에서 관찰되었으며 4주 차보다 섬유성 조직이 더 많이 

관찰되었다. 마찬가지로, 염증 세포의 밀집은 관찰되지 않았다. 

(Figure17) 

 

(2) 우측 비골 

저배율 소견에서 골절단 부위 사이로 신생골이 관찰되었으며, 4주 

차와 마찬가지로 원래 비골과의 경계가 구분지어진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신생 피질골은  골세포(osteocyte)를 다수 포함하고 

있었으며, 피질골의 골수강 면으로 일렬로 나열된 

골아세포(osteoblast)를 관찰할 수 있었다. 골수강 내부는 많은 

조혈세포와 혈관을 포함하고 있었다. (Figure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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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17. Histologic findings of the 8wk fibula, Lt. New bone formation was not seen, 

and graft material remained. In specimen e), fibrous union between fibula and graft 

material is seen. In specimen f), phagocytes were seen around graft material.   

a. x10; b,c. x40; d. x100; e. x200; f. x400 magnific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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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18. Histologic findings of the 8wk fibula, Rt. New bone formation was seen on 

bony defect sites. As seen in the 4wk’s specimen, cortical and marrow bone are seen, and 

bony union was found on border of the fibula. In specimen f), lining osteoblasts were seen. 

a. x10; b. x40; c. x100; d,e. x200; f. x400 magnific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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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고찰 

 

임계 크기의 결손이란 자발적인 골 치유가 이루어지지 않는 크기의 골 결손을 

말한다. 1990년 Hollinger 등은 Rat 의 장골(long bone), 특히 비골에서 

periosteum을 동반한 6mm 의 골 결손을 낸 후 12주 후 관찰 시 골이 재생되지 

않음을 발견하였으며, 이를 동물 모델의 기준의 하나로 제시하였다(Hollinger 등, 

1990). 기존 박세현 등의 실험에서, 웅성 백서 비골에서 분절성 골 결손을 형성한 후 

rhBMP-2를 적용하였는데 분절골 크기는 평균 6.75mm(약 7mm) 였으며(박세현 등, 

2010) 이에 따라 이 실험에서는 약 7mm의 분절성 골 결손을 주어 동물 실험의 

모델로 구성하였다. Hollinger 등의 실험에서 골막을 포함하여 6mm의 분절성 골 

결손 형성 후 관찰 시 골 재생이 되지 않고 비유합을 보였으며, 박세현 등의 

실험에서 SD-rat 비골의 분절성 골 결손에 absorbable collagen sponge만 이식하여 

관찰한 결과 골 재생이 되지 않는다는 연구 결과가 이미 보고되어 있으므로, 이를 

토대로 본 실험에서는 대조군을 따로 설정하지 않았다.  

 

위에서 실험한 결과와 같이, 임상 전 단계 실험의 일환으로 쥐 비골의 좌측에 

이식하였던 CollaOss
○R

 실험군에서 골전도가 관찰되었고, 골유도 현상은 부분적으로 

드물게 나타났다. 골 결손부에서의 새로운 골 생성은 관찰되지 않았으며, 이식재가 

4주 및 8주까지 남아 있는 소견이 관찰되었고, 대식 세포에 의한 탐식 작용이 

일어났다.  

 

이미 여러 실험에서 검증된 rhBMP-2는 본 실험 디자인에서도 뛰어난 골 생성 

능력을 보였다. 4주 후 희생군에서도 골격을 갖춘 뼈가 생성되었으며, 피질골과 내부 

골수강의 형태를 갖춘 모습을 보였고, 8주 후 희생 시 뼈의 재생이 이루어지며 

피질골, 수질골의 형태가 거의 완전하게 이루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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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rcine bone은 bovine bone과 함께 골 이식재로 널리 쓰이는 재료 중 하나이다. 

이들 동물의 뼈는 carbonated hydroxyapatite와 type I collagen으로 주로 이루어져 

있다는 것에서 사람의 뼈와 생화학적 구조가 유사하다. (M. Figueiredo등, 2009) 

이러한 이종골 이식재의 이용을 통해, 기존 뼈의 흡수를 최소화 할 수 있으며 이식된 

이종골이 새로 생길 골격의 틀로 작용하여 치유 기전을 향상시킬 수 있다고 알려져 

있다. (R. Crespi 등, 2011) 더불어 산호(coral)의 외골격도 골이식재로 개발되었는데, 

산호는 균일한 다공성 구조로 인해 충분한 물리적 성질을 갖고 있으며, 또한 

질병전파와 바이러스 감염의 위험성이 동물뼈보다 훨씬 적다는 장점이 있다. (M. 

Figueiredo등, 2009) 

 

1960년대 이종골 중 처음으로 bovine bone이 쓰이기 시작하였으나, 면역병리학적 

위험성으로 인해 사용이 제한적으로 이루어졌다. 하지만, 열처리 방법의 개발로 인해 

동물 뼈 내부의 protein을 분해시키는 것이 가능해지게 되었고, 이종골을 더욱 

활발히 이용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 동물 뼈를 골이식재로 제작하기 위해서는 

일련의 가공 과정을 거쳐야 한다. 아직 보고된 바는 없지만, bovine bone은 

크루이츠펠트-야콥병을 일으킬 수 있는 매개체가 될 가능성이 있으며 porcine 

bone은 그에 비해 상대적인 위험성이 덜하다고 볼 수 있다. Porcine bone을 이용한 

여러 증례들이 보고되고 있는데, 돼지뼈와 콜라겐의 합성물로 이루어진  

골이식재(Osteobiol
○R

)를 이용하여 maxillary sinus augmentation 을 성공적으로 

시행한 증례, 발치와의 치유 시 이용한 증례 등이 보고되었다. (A.Scarano 등, 2009; 

R.Crespi 등, 2011) 그 외에도 ridge split시나 ridge augmentation등 통상적인 

골이식재의 사용 범위에서 porcine bone을 이용할 수 있다.  

 

BMP는 처음에 M.R.Urist에 의해 알려지게 되었는데, M.R.Urist는 1965년도 

발표된 연구에서 죽은 뼈 조직의 추출물이 세포를 자극시켜 뼈 형성을 촉진시키는 

것을 발견하였다. (M.R.Urist, 1965) 이 추출물의 어떤 성분 때문에 이러한 효과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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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타나는지 당시에는 잘 몰랐지만, 1980년대가 되어서야 J.M. Wozney 등에 의해 

BMP라는 것이 밝혀졌고, 이들은 human BMP-2, BMP-4를 cloning 하는 데 

성공하였다. (J.M.Wozney등, 1988)  

 

BMP는 뼈와 연골의 형성을 촉진시키며, 뼈 형성 이외의 발달 과정(non-

osteogenic developmental process)에도 영향을 미친다.(DI Chen 등, 2004) 

이외에도 BMP-2는 발생과정에서 neural crest cell을 분화시키는 데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알려져 있다. (Christiansen 등, 2000) 

BMP-2를 이용한 여러 임계 크기 결손 모델에서의 연구가 진행되고 있고, 쥐, 

토끼, 개, 양 등의 각 부위에 대한 임계 크기 결손 모델들이 이미 확립되어 있다. 

국소적인 BMP-2의 적용이 어떤 경우에는 자가골보다 더 성공적인 골 유도능을 

보인 경우도 있다고 하며, 국소적인 주입이 아닌, rhBMP-2의 전신 주입이 중간엽 

줄기세포(mesenchymal stem cell)의 활동을 높이고 뼈의 소실을 막는다는 보고도 

있다. (Turgeman등, 2002) rhBMP-2의 치과적 이용으로는 골 이식 뿐 아니라, 

치근단 수술 시, 임플란트 식립과 동반한 치주조직 재건 등에도 사용되었다. 

(Cochran 등, 1999) 

 

BMP-2의 효과는 이미 많은 연구에 의해 증명되었지만, BMP-2의 적용량에 

대하여는 아직 논쟁이 있다. 이지현 등의 rat calvarian defect에 BMP-2의 양을 

다르게 적용한 실험에서 신생골 생성량 및 골밀도가 BMP-2의 농도에 영향을 

받는다는 사실을 입증하지 못하였다. (이지현 등, 2010) 반면에, 기존의 연구에서 

Kuebler 등은 농도를 다르게 실험하여, 고농도일수록 뼈의 생성량이 많아진다는 

결과를 발표하였다. (Kuebler 등, 1998) 이러한 실험들에서는 rhBMP-2를 어느 

부위에, 어떤 전달체를 통해 적용하는지, 어느 시기에 실험동물을 희생하는지에 따라 

결과가 다르게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적절한 실험 모델의 계속적인 개발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33 

 

본 실험에서 사용한 CollaOss
○R
는 골전도능(osteoconduction)을 보여 주었으나, 

골유도능(osteoinduction)이 있다고 보기에는 어려워 보인다. 일부 시편에서 woven 

bone이 관찰되었으나, 그 양이 적고 부위가 제한적이었다. 이에 확실한 골유도능을 

보이기 위해서는 CollaOss
○R

 이식재 자체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며 실험 모델을 

변경한 추가적인 실험도 고려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유사한 조건에서 여러 

합성골이나 bovine bone을 이용한 동물 임계 크기 결손 모델의 실험들이 보고되어 

왔지만, 대상동물의 주령 및 실험부위, 실험 시기, 희생 시기 등은 실험마다 각각 

다르게 진행되었다. 이에 희생 시기를 조정하여 좀 더 긴 기간 동안 골 치유를 

관찰하거나, 이식 대상 부위를 변경한 모델을 만들거나, onlay graft 등의 실험을 

추가로 진행하여 각각에서의 골 치유 양상을 살펴보는 것도 고려할 수 있다.  

 

rhBMP-2를 이용한 실험에서는 골유합이 거의 완전히 이루어진 소견을 보였다. 

이번 실험은 0.1g/ml의 rhBMP-2를 0.1mL적용하여 rhBMP-2는 총 10μg 

이용하였으며, 실험군 16마리 모두에서 골유도능을 확인할 수 있었다. 4주, 8주군 

모두 신생골 형성이 관찰되었으며, 일부 과성장 소견을 보였지만 대체로 원래의 

형태를 유지하였다. 이에 rhBMP-2는 분명한 골형성능이 있다고 볼 수 있겠다. 

BMP-2의 양적 변화에 따른 골형성의 상관관계 및 전달체의 종류, 소량 또는 과량 

사용시 나타날 수 있는 부작용, 저가에 rhBMP-2를 제조하는 방법 등은 앞으로 더 

연구되어야 할 과제로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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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 결  론 

 

본 실험에 사용된 CollaOss
○R
는 골전도능을 보여 주었으며, 이번 실험에서는 

골유도능에 대한 확인은 어려웠다. 이식재의 개량 및 실험 모델 변경을 통한 

추가적인 검증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본 실험에 사용된 10ug용량의 rhBMP-2는 

기존 연구들에서 검증된 대로 우수한 골 형성 능력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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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effect of bone regeneration and changes of microstructures 

in a segmental defect using collagen-combined xenogenic bone 

 and rhBMP-2 in the SD rat fibula 

 

Jiwoong Baek, D.D.S, 

Department of Dental Science, The Graduate School, Yonsei Univers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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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utogenous bone is one of the most useful graft material when bone defect 

is remained after radical excision of tumor. However, there are restrictions if 

donor site is not available. Continuous efforts to develop bone graft materials 

and bone substitutes are necessary, including xenogenic bone, synthetic bone, 

and bone inducing factors. 

Recombinant human bone morphogenic protein-2(rhBMP-2) is a growth 

factor that belongs to the transforming growth factor-β (TGF-β) family and 

which has an ability of making new bone. Xenogenic bone could be used instead 

of autogenous bone, which includes bovine bone, porcine bone, and coral 

exoskeleton.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amine bone healing process after grafting 

xenogenic bone and rhBMP-2. The xenogenic bone is composed of porcine bone 

and collagen, and collagen is derived from the skin of the pig. 

16 sprague-dawley rat are included in study design. We made 7mm size of 

segmental defect in both fibula, and the size of defect is longer than critical siz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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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fect. In the left side, we grafted porcine-derived xenogenic bone. In the right 

side, we grafted rhBMP-2 with absorbable collagen sponge. 4 week after 

operation, we selected 8 rats randomly and they were sacrificed. 8 week after 

operation, the others were sacrificed. Fibular bones were separated from the 

body, and examined by clinically, radiologically, and histologically. 

4 week experimental group, Lt. side showed granules of grafted bone itself. 

Bony union between fibula and grafted material was not found, and fibrous 

union was found between them. At histological findings, new bone formation 

was found only in small fields, and phagocytosis by macrophages was seen. 8 

week experimental group showed almost same aspects, and more fibrous union 

was seen.  

4 week experimental group, Rt. side showed bone regeneration on all 

specimens. Complete bony union was observed, and overgrowth of newly formed 

fibular bone was found in some portion. Overall shape is similar to normal fibular 

bone, and continuity of fibular bone was maintained. At histological findings, 

cortical and marrow bone was found and numerous osteocytes, osteoblasts, 

hematopoietic cells and vessels were seen. 8 week experimental group, Rt. side 

showed almost same aspects, but overgrown fibular bone was smaller than that 

of 4 week’s. Favorable bone remodeling was found in 8 week specimen. 

In this study, we found that the xenogenic bone which we used has an ability 

of osteoconduction. But, It seems that it does not have an ability of 

osteoinduction. Maybe modification of bone graft material itself is needed, and 

experimental model might be changed. The 10μg of rhBMP-2 showed an ability 

of osteogenesis.  

 

Key Words : rhBMP-2, porcine bone, xenogenic bone, critical sized defect, 

segmental defect, rat fibula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