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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요약 

 

고압산소치료기간이 방사선 조사된 백서의 두개골  

결손부에 이식된 골이식재의 골형성에 미치는 영향 

    

(지도 : 정 문 규 교수) 

연세대학교 대학원 치의학과 

김 창 대 

실험목적 : 

 고압산소요법은 두경부영역 방사선조사 후 술후관리 및 치료에 사용되는 

술식이다. 최근 구강악안면 임플란트 시술에 있어서 골재생의 중요성이 

강조되어 여러 연구가 행해지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고압산소요법의 

적용시간에 따른 방사선조사된 rat calvarial critical size defect 에서의 

골형성능의 변화를 평가하였다. 

 

재료 및 방법 : 

 Rat 40 마리를 대상으로, 두개골 부위에 방사선 12Gy 를 조사한 후, 

양측성으로 5mm 크기의 결손부를 형성하였다. 형성된 결손부에 편측으로 

BCP 이식재를 적용하고 HA coated collagen membrane 을 적용하였다. 수술 

다음날부터 2.4ATM, 60 min, 5 day/week 로 고압산소요법을 군에 따라 

1 주/3 주간 적용하였다. 수술 6 주 후 희생하여 방사선학적으로 신생골을 

측정하였고, 조직학적으로 신생골을 계측하여 수치를 확인하였다. 

 

결과 및 고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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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icro CT 계측상으로, 방사선조사시 골형성능이 저하됨을 확인하였고, 이후 

고압산소를 적용함에 따라 신생골형성이 증가함을 확인하였다. 방사선 조사 

후 고압산소 미적용군과 3 주적용군에서 유의차 있는 신생골의 생성이 

확인되었다. 조직학적 소견으로는 방사선조사시 결손부 내부의 신생골이 

감소하며, 고압산소를 적용한 기간에 따라 관찰되는 신생골의 양도 

증가하였다. 조직계측학적으로 신생골의 추세는 micro CT 와 유사하였으나, 

통계적 유의차는 없었다.  

 

 

 

 

 

 

 

 

 

 

 

 

 

 

 

 

 

 

 

 

 

 

 

 

 

 

 

 

핵심어 : Hyperbaric oxygen therapy, HBO, bone regeneration, BCP, 

radiation, 방사선조사, 고압산소요법, 골재생, 이중인산칼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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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압산소치료기간이 방사선 조사된 백서의 두개골 

결손부에 이식된 골이식재의 골형성에 미치는 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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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세대학교 대학원 치의학과 

김 창 대 

 

 

I. 서 론 

 

 

두경부영역의 종양의 치료를 위해, 방사선 치료는 종물의 직접적 절제와 

병행하여 종양조직의 완전한 사멸을 위해 사용된다. 방사선 조사는 

전리방사선을 이용하여, 핵분열중인 세포의 유전자에 손상을 입혀 세포사를 

유도하는데, 이는 종양조직뿐만 아니라, 주변의 정상조직에도 영향을 미치게 

된다. 이로 인한 조직의 반응으로 구강 내에서는, 점막염, 미각의 변화, 타액 

분비 감소, 방사선 우식증, 방사선 골괴사 등이 나타날 수 있다1).  

 

방사선 조사는 조사범위 내에 존재하는 골의 재생능력을 저하시킨다. 

방사선을 조사받은 골은 hypocellular, hypovascular, hypoxic한 환경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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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면하게 되는데, 이는 골의 재생이나 remodeling에 있어서 방사선조사 

이전의 상태와 비교하였을 때 불리한 환경이며, 방사선에 의한 누적된 

damage는 방사선 골괴사 등의 형태로 나타날 수 있다. 일반적으로 방사선 

조사량이 많아질수록 방사선골괴사가 나타날 확률은 높아진다고 보고되어 

있다. 방사선 조사를 받은 골에 가해지는 외상도 방사선골괴사를 유발하는 

원인이 되기도 한다. 가장 빈발하는 외상의 원인은 발치이며, 의치에 의한 

궤양, 치근단치주염 등도 원인이 될 수 있다. 65Gy 이상의 방사선 조사를 

받은 환자에서, 방사선 조사 후 발치 시 방사선골괴사가 일어날 확률은 

방사선 조사 전 발치에서보다 2배 가량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2). 

 

방사선조사를 받은 환자의 골결손부를 재건하는 것은 환자의 기능적, 

심미적 회복을 위해 필요하다. 결손부의 재건을 통해, 저작, 발음, 연하 등의 

기능을 회복할 수 있고, 심미적 개선을 통해 환자가 일상생활에 복귀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다. 그러나 방사선조사를 받은 환자는 골의 치유능력이 

저하되어 있으므로, 결손부가 자연적으로 완전한 치유가 일어나지 않기 

때문에, 결손부를 재건하기 위해서는 골이식재를 사용하여 결손부의 공간을 

유지하는 것이 필요하다.   

 

Biphasic calcium phosphate(BCP)는 Hydroxyapatite(HA)와 

β-Tricalcium phosphate(β-TCP)의 혼합물로, 현재 널리 사용되는 

이식재이다. 이는 두가지 합성골의 장점을 선택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구성되어 있다. HA의 특징은 생체적합성이 좋고, 흡수가 느려서, scaffold의 

골격을 유지하는데 좋은 재료이다. 반면, 흡수가 느리기 때문에 신생골 

조직으로 HA가 대체되는데는 오랜 시간이 걸린다. 반면, β-TCP는 흡수 

속도가 빠르고, 골형성을 유도하는 특징이 있다. 그래서 β-TCP 단독으로 

골이식 시행시에는 흡수속도 때문에 부피유지에는 불리하다3). BCP는 이러한 

두 재료의 장점을 취하기 위해 HA에 β-TCP를 코팅하여 합성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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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식재이다. 최적의 결과를 얻기 위한 HA와 β-TCP의 비율에 대한 여러 

연구가 있다. 기존의 HA: β-TCP의 비율 6:44) 뿐 아니라, 7:3, 3:75) 등 

다양한 비율이 연구되고 있다.  

또한 osteoconduction이 주가 되는 합성골의 특성을 극복하기 위한 

연구도 다양하게 진행되고 있다. Osteogenesis는 자가골 이외의 

이식재에서는 얻기 어려우므로, Osteoinduction과 osteoconduction을 함께 

얻기 위해 Osteoinductive material과 합성골의 mixture를 이식하는 방법을 

사용한다. 이러한 골형성 유도물질로는 Bone morphogenetic 

protein(BMP)6), 7), Fibroblast growth factor(FGF)8), Hyaluronic acid8), 

Epigallocatechin-3-gallate (EGCG)9), oligopeptide10) 등을 사용한다. 

 

Critical size defect는 동물에서 자발적으로 완전히 치유되지 않는 가장 

작은 크기의 결손부를 말한다. 일반적으로 rat calvaria에서의 critical size 

defect는 Takagi 등이 제시한 8mm로 여겨진다11). 그러나 이후 실험이 

진행되면서, 더 작은 크기의 결손부에서도 완전한 치유가 일어나지 않음이 

확인되면서, 5mm12), 13), 4.6mm14)의 결손부도 critical size defect로 볼 수 

있다는 주장이 제기되었다. 

 

골 재생에 있어 방사선조사와 같은 도전적인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 

보조적으로 사용되는 수단으로 고압산소요법(Hyperbaric oxygen therapy, 

HBO)이 있다. 1973년 Hart 등15)이 HBO를 이용하여 방사선골괴사를 

치료하였다는 보고를 한 이래, HBO는 방사선골괴사의 치료에 있어서 

보조적인 수단으로 많은 임상가들에게 사용되었다. 1983년 Marx16)는 

방사선골괴사시 HBO를 적용하는 protocol(2.4 ATM, 90분, 5회/1주)을 

제시하였다. 

 

HBO로 기대하는 효과는 저혈관화로 혈행이 원활하지 못하여 결과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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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생하는 골의 저산소화에 대항하여, 고농도의 산소를 주입함으로써 골이 

필요로 하는 양만큼의 산소를 골에 직접 도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생리적으로 혈액 내의 헤모글로빈의 양은 정해져 있으므로, 이를 통한 

산소공급은 한계가 있다. 그러나 고압 하에서는 액체에 대한 기체의 

용해도가 높아지게 되므로, 혈장을 통한 직접적인 산소전달이 가능해진다. 

이론적으로, 2.5기압 100%산소를 공급 시, 1기압 21%산소에 비해 혈장내 

산소량은 약 17배까지 차이가 날 수 있으며. 이는 골내 산소요구량을 

충족시키는 수준이다17). 

 

저산소증은 angiogenesis의 initiation에 필요한 과정이기는 하지만, 

지속되면 오히려 치유과정에 방해가 된다. 지속된 저산소증은 섬유모세포의 

분화와 교원질 합성, 육아조직 생성을 저해한다. HBO는 저산소증의 해소를 

통해 치유과정에 기여한다. 또한, HBO는 골의 재생과정에서 alkaline 

phosphatase의 활성을 촉진하며, 방사선조사된 골의 distraction시 

osteoblast의 활성과 angiogenesis에 기여한다고도 알려져 있다18), 19).   

 

An8) 은 백서의 두개골에 방사선조사 후 양측성으로 6mm의 defect를 

형성하고, 군에 따라 FGF+HA, BCP를 이식하고 고압산소를 4주간 

적용하여 결손부 골의 치유 양상을 살펴보았다. 이 때, 신생혈관 수를 

제외하고, 전체적으로 고압산소의 효과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고압산소는 골결손부의 치유에 도움이 되지 않음을 시사한다. 

이는 다른 선행실험논문들과는 다른 결과를 나타내므로, 검증이 필요하다고 

사료된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방사선조사된 rat의 critical size calvarial defect의 

healing에 있어서 고압산소요법의 효용성을 알아보고자 한다. 선행연구에서 

고압산소를 4주로 고정하고 실험을 진행하였으나, 본 실험에서는 적용기간을 



5 

 

더 짧게(1주/3주) 설정하여 고압산소요법을 단기간 적용하였을 때의 효과를 

확인하고자 한다. 본 실험의 연구가설은 첫째, “고압산소요법을 적용하면 

방사선조사를 받은 두개골 결손부에 이식된 골이식재의 재생능력이 

향상된다.”이며, 둘째, “골이식재의 재생능력은 고압산소요법의 적용기간에 

따라 향상될 것이다.”이다. 귀무가설은 첫째, “고압산소요법은 방사선조사를 

받은 두개골 결손부에 이식된 골이식재의 재생능력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다.”이며, 둘째, “골이식재의 재생능력은 고압산소요법을 적용한 

시간과는 무관할 것이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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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실험재료 및 방법 

 

 

1. 실험동물 및 재료 

 

가. 실험동물 

  8 주령의 300g 무게의 Sprague-Dawley rat 40 마리를 준비 하였다. 

실험동물의 반입 후 일주일 동안의 검역 및 순화 기간을 거쳤으며, 표준화된 

식이를 시행하였다. 실험동물의 사육 및 관리, 외과적 수술 과정은 연세대학교 

의과대학 임상의학연구센터의 실험동물 관리위원회의 동물 실험 표준 지침을 

따랐다.  

 

나. Biphasic calcium phosphate (BCP) 

 Biphasic calcium phosphate (BCP)는 Osteon II Collagen(Biphasic 

calcium phosphate + type I collagen, Hydroxyapatite(HA) : β-tricalcuim 

phosphate(β-TCP) = 3 : 7) block (GENOSS, Suwon, Korea)를 사용하였다. 

형성한 골결손부 크기에 맞게 1.7mm 높이로 block 을 재단하여 

삽입하였다. 

  

2. 실험 방법 

 

가. 실험군의 설정 

4 개 그룹으로 나눠 실험을 진행하였다.  

Group 1 : no radiation + (bone graft / non-graft)+ NBO (positive control) 

Group 2 : radiation + (bone graft / non-graft) + NBO (negative control) 

Group 3 : radiation + (bone graft / non-graft) + HBO 1week,  

Group 4 : radiation + (bone graft / non-graft) + HBO 3week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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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roup Number 
Control  

(Left) 

Experimental  

(Right) 
Radiation 

Hyperbaric 

oxygen 

therapy 

1 n=10 No graft BCP block No No 

2 n=10 No graft BCP block Yes No 

3 n=10 No graft BCP block Yes 1 week 

4 n=10 No graft BCP block Yes 3 weeks 

Table 1. Group design 

 

모든 군에서 반입 후 순화기간을 가진 후 radiation 을 시행, radiation 4 주 

후 surgery 를 시행하였으며, surgery 다음날부터 각각 1 주 또는 3 주 동안 

HBO 를 시행하였다. 모든 군을 수술 6 주 후 perfusion 으로 희생하였다. 

 

Fig 1. Schematic diagram of group distribu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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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방사선 조사 

Isoflurane 선행호흡마취 후 복강내 주사로 Zolazepam(Zoletil, Virbac korea 

Co., Korea) 30mg/kg, Xylazine(Rompun, Bayer Korea, Korea) 10mg/kg 을 

투여하여 전신마취를 시행하였다. X-Rad 320(Precision X-ray, North 

branford, USA) 방사선조사기를 이용하여 12Gy 의 방사선을 parietal bone 

area 에 2x2cm field 로 조사하였다. 선행 논문에서는 15Gy 를 

조사하였으나 20), 연세대학교 방사선종양학교실의 자문을 얻어 12Gy 로 

조사량을 낮추고, 대신 Bolus 를 사용하여 불필요한 부위의 차폐와 조사부의 

선량집중을 유도하였다. 

 

 

 

다. 수술과정  

Isoflurane 선행호흡마취 후 복강내 주사로 Zolazepam, Xylazine 을 

투여하여 전신마취를 시행하였다. 수술 부위에 2% lidocaine(1:100,000 

epinephrine)(유한양행, Seoul, Korea)을 침윤마취 추가로 시행하였다. 

두개골의 정중봉합선을 따라 절개를 시행하였으며, 전층 판막 거상 후 

양측으로 parietal bone 에 외경 5mm 의 trephine bur 를 이용하여 saline 

주수 하에 원형의 defect 를 형성하였다. 좌측의 control defect 에 BCP 가 

들어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BCP 이식전에 먼저 HA collagen 

membrane 을 적용하였고, 이후 BCP block 을 defect size(ø5mm x 

1.7mm)에 맞게 삽입하고, 우측 defect 에 HA coated collagen 

membrane 을 적용하였다. 술후 1 주일간 Enrofloxacin(5mg/kg), 

Meloxicam(1mg/kg)을 1 일 1 회 투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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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 Grafting procedure. 

 

Fig 3. Dimension of BCP block. 

 

 

라. 고압산소요법 

수술 익일부터 3 군과 4 군은 각각 1 주, 3 주간 (5 회 시행 / 1 주) 

고압산소요법(60 분 / 1 회)을 시행하였다. 고압산소 chamber 는 소형동물 

실험용으로 제작하여, 2 개의 cage 를 동시에 넣을 수 있는 크기로 제작하였다. 

고압산소 chamber 를 닫은 후 valve 를 조작하여 chamber 내 공기가 배출될 

수 있도록 하였다. 이후 2.4 atm 까지 0.2 atm/min, 100% 산소로 

가압하였으며, 1 시간 동안 유지하였고, 다시 0.2 atm/min 으로 감압하였다. 

 

 



10 

 

 

마. 희생과정  

전체 군 수술 6 주 후 perfusion 으로 희생하였다. 복강 내 Zolazepam, 

Xylazine 마취 후 개복하여 좌심실내로 10% formalin 을 주입하였다. 

Parietal bone 을 분리하여 10% formalin 에 침적하여 고정하여 시편을 

제작하였다. 시편은 골막과 dura matter 가 손상되지 않도록 주변조직을 

조심스레 분리하였다. 고정된 시편은 micro CT 를 촬영하였고, 조직시편은 

Hematoxylin-Eosin (H/E)염색을 시행하였다.  

 

 

3. 평가 방법 

 

가. Micro CT 촬영 

 7 일동안 포르말린 용액에 고정한 시편에 대하여, x-ray 촬영 및 Micro CT 

scanner (Skyscan 1076, Bruker, Belgium)를 이용하여 미세전단촬영을 

시행했다. 미세전단촬영의 데이터를 프로그램(Nrecon, SKYSCAN, Bruker, 

Belgium)으로 재구성한다. 이후 다른 프로그램(CT-ANTM, SKYSCAN, 

Bruker, Belgium)으로 3 차원적으로 분석 후, 또 다른 프로그램(CT-VolTM, 

SKYSCAN, Bruker, Belgium)으로 전체 부피 및 신생골의 부피를 측정하였다. 

총 부피에 대한 신생골의 부피 비율을 백분율로 환산하여 계산하였다. 

 

 

 

나. 시편제작 및 조직형태학, 계측학적 검사  

미세전단 촬영을 마치고, 10%의 포르말린에 고정된 시편을 수세 후, 2.5% 

NaOCl 과 17%의 EDTA 용액에 18 일간 탈회과정을 거쳤다. 에탄올과 

자일렌을 이용하여 탈수 및 파라핀 침투 과정을 시행한다. 포매 후 3~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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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께로 박절한다. 이때 시편의 앞뒤 방향으로, 골결손부 중심을 지나는 

시상면에 따라 박절하였다. H/E 염색을 시행하고 조직 슬라이드를 제작하였다.   

H/E stain 된 조직시편을 각각 12.5 배율, 100 배율로 촬영하여 

디지털화하였다. 획득된 파일을 이미지 편집 프로그램(Adobe photoshop CS6, 

San Jose, CA, USA)를 이용하여 통합하였고, 100 배율 이미지 상에서 신생골 

부위의 넓이를 픽셀수를 계산하여(TOMORO scope eye image analysis 

system, Seoul, Korea) 측정하였고, 같은 사진 상에서 결합조직, 골이식재의 

넓이도 따로 측정하였다. 추후 전체 신생조직 면적에 대한 신생골 면적 및 

결합조직의 면적을 백분율로 환산하여 산출하였다.  

 

다. 통계학적 분석 

방사선학적, 조직계측학적으로 얻어진 데이터를 이용하여 통계학적 분석과 

검증을 거쳤다. 각각의 개체에서 이식군과 비이식군이 나뉘게 되므로, 

repeated measure Analysis of Variance(ANOVA)를 이용하여 통계 검증을 

실시하였고 사후검정으로 Bonferroni test 를 시행하였다. 

먼저 대조군 간의(1 군-2 군) 통계검증을 시행하였고, 이후 음의 

대조군(2 군)과 실험군 간의 통계 검증을 시행하여 결과를 도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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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결과 

 

 수술 진행 후 전신마취의 부작용으로 총 9 마리의 백서가 사망하였다. 군별 

분포는 1 군 3 마리, 2 군 3 마리, 4 군 3 마리였다. 이후 술후 치유 단계나 

고압산소 치료 단계에서 사망한 백서는 없었다.  

1. Micro CT 를 이용한 골생성 부피 측정(New bone volume(%)) 

 

 

New Bone Volume (%)(Mean±SD) 

Grafted Nongrafted 

Group 1  

(non-radiated / NBO) 
16.20 ± 5.05 22.14 ± 5.10 

Group 2  

(radiated / NBO) 
10.72 ± 2.23 16.60 ± 4.69 

Group 3  

(radiated / HBO 1wk) 
16.15 ± 5.60 21.12 ± 5.73 

Group 4 

(radiated / HBO 3wks) 
17.71 ± 4.06 22.23 ± 6.72 

Table 2.  Percentage volume of new bone in Micro CT data 

 

Fig 4. Histogram of new bone volume on Micro CT data.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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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value 

G1 – G2 <0.001** 

Graft – 

Nongraft 
<0.001* 

G2 - G3 0.059 

G3 - G4 1.000 

G2 - G4 0.020*** 

Graft – 

Nongraft 
<0.001* 

Table 3. Statistic result of micro CT data with repeated measure ANOVA 

and posthoc bonferroni test. Asterisk(*)(p< 0.050) means 

statistically significant. 

 

 Micro CT data 를 분석하였다. 방사선 비조사군(1 군)과 방사선 

조사군(2 군)을 먼저 비교하였다. 군 간의 비교, 즉 방사선 조사군과 

비조사군을 비교하였을 때에는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방사선 조사군의 

신생골이 적게 나타났다. 그리고 개체 내 비교, 즉 이식재의 유무에 따라 

비교하였을 때에는 이식군이 비이식군에 비해 신생골이 더 적게 형성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방사선 조사군 내에서(2, 3, 4 군) 고압산소의 적용시간에 따른 신생골량을 

비교하였다. 이식재의 유무에 따라서는 이식군이 비이식군에 비해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신생골량이 적게 형성된 것으로 나타났다. 고압산소 적용시간에 

따라서는 통계적 유의차가 검증되었으므로, 사후검정(Bonferroni test)를 

통해 2 군과 4 군에서 통계적 유의차가 발생함을 확인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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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조직형태학적 분석 

 

Fig. 5. Histologic specimens of NBO groups. Defect margin area. (x100) 

 

100배율 HE stain 슬라이드 상에서 방사선 비조사군(1군)과 방사선 조사

군(2군)을 비교하였다. 두 군 모두 HBO는 시행하지 않았다. 결손부 가장자리

에서 신생골이 성장한 양상과 거리를 볼 때, 방사선 비조사군에 비해 방사선 

조사군은 확연하게 재생능력이 떨어진 것을 확인할 수 있다. 

 

 Fig. 6. Histologic specimens of NBO groups. Middle area of defect. (x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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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7. Histologic specimens of HBO groups. Middle area of defect. (x100) 

   

100배율 HE stain 슬라이드 상에서 4개 군의 결손부 내부를 비교하였다. 

방사선 비조사군(1군)에서 두드러진 신생골의 형성이 관찰된다. 방사선 조사

군(2, 3, 4군) 내에서는 HBO 적용기간이 길어질수록 신생골이 증가하는 양상

임을 관찰할 수 있다. 2군의 사진에서는 신생골이 거의 발견되지 않으나, 3군

에서는 소규모의 신생골과 함께 파골세포가 관찰된다. 4군에서는 신생골의 광

화가 뚜렷하게 관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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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조직계측학적 분석 

 

 

 

 New Bone Volume (%)(Mean±SD) 

Grafted Nongrafted 

Group 1  

(non-radiated / NBO) 
13.65 ± 7.56 18.47 ± 8.49 

Group 2  

(radiated / NBO) 
2.21 ± 1.38 8.25 ± 4.44 

Group 3  

(radiated / HBO 1wk) 
4.06 ± 3.36 10.43 ± 7.82 

Group 4  

(radiated / HBO 3wks) 
5.96 ± 4.47 12.95 ± 14.03 

Table 4.  Percentage volume of new bone in Histomorphometric data 

 

 

 

 Fig 8. Histogram of new bone volume on histomorphometric data.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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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value 

G1 - G2 <0.001** 

Graft - 

Nongraft 
0.038* 

G2 - G3 1.000 

G3 - G4 1.000 

G2 - G4 0.344 

Graft - 

Nongraft 
0.006* 

Table 5. Statistic result of histomorphometric data with repeated measure 

ANOVA and posthoc bonferroni test. Asterisk(*)(p< 0.050) 

means statistically significant. 

 

 H/E 염색 슬라이드상에서 각 군의 신생골량을 비교하였다. 

방사선비조사군(1 군)과 조사군(2 군)의 비교에서, 방사선 비조사군에서 

조사군에 비해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신생골 형성량이 많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식재의 유무에 따라서는, 비이식군에서 이식군보다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신생골 형성량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고압산소의 적용시간에 따른 비교에서는, 각 군끼리 유의차가 확인되지 

않았다. 그러나 이식재의 유무에 따라서는 통계적 유의차가 확인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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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V. 총괄 및 고찰 

 

 Micro CT 와 조직학적 소견 상에서 신생골 형성량은 방사선조사 시 

현저하게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이식재의 유무와 상관없이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나타내었다. 조직학적 소견에서도, 방사선조사 시 

신생골의 형성이 현저히 감소한 것을 관찰할 수 있다. 방사선 

비조사군(1 군)에서는 결손부 변연에서 미성숙골의 형성이 활발하게 일어나는 

것을 관찰할 수 있으나, 방사선 조사군(2 군)에서는 골형성이 감소된 양상을 

보인다. 또한 결손부 내부에서도 방사선 비조사군에서는 미성숙골의 군집이 

관찰되나, 방사선 조사군에서는 관찰되지 않았다. 이를 통해 방사선조사는 

골의 재생능력을 현저하게 저하시킨다는 기존의 결과를 재확인하였다.  

 

전체 실험군에서, 이식재의 유무에 따른 골형성량은 이식군보다 비이식군에서 

유의하게 높게 나타났다. 이는 선행논문의 결과와도 일치한다 8). 

BCP 는 osteoconductive material 로, defect 의 volume 을 유지하는 역할로 

사용될 뿐, 실질적인 신생골형성을 유도하지는 못한다. 2012 년 

Hwang 등 21)과 2014 년 Escobar 등 22)도 합성골 이식재를 사용하였을 때, 

신생골의 양은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음을 보고하였다. 그러나 

본 실험에서는 이식군과 비이식군 간의 통계학적 유의차가 발생하였다. 

이러한 현상의 원인을 고찰해보면, 첫째, 사용된 membrane 이 원인일 수 

있다. 본 실험에서 설정한 개체 내 대조군에는, 이식재를 이식하지 않고 HA 

coated collagen membrane 만 결손부에 적용하였는데, 이는 결손부에 guided 

tissue regeneration(GTR)을 시행한 것과 같다. GTR 은 골결손부의 치유를 

유도하므로, 이 때문에 이식재를 이식하지 않은 결손부에서도 골의 치유가 

활발하게 일어난 것으로 사료된다. 또한, 방사선 조사를 받고 healing 

potential 이 저하된 결손부에서, osteoinduction 을 유발하지 못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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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steoconductive material 은 오히려 골재생에 방해요인으로 작용한다고 볼 

수도 있다. 결손부에 이식재를 적용하는 procedure 가 추가됨으로써 natural 

healing potential 을 저하시키는 요인이 되었다고 볼 수도 있을 것이다. 

 

 고압산소의 적용시간에 따른 골형성량은 micro CT 상에서 시간에 따라 

증가하는 추세를 보인다. 고압산소 미적용군(2 군)과 고압산소 1 주군(3 군)의 

차이가 크게 나타났으며, 고압산소 1 주군(3 군)과 3 주군(4 군)의 차이는 크지 

않았다. 그러나 통계학적 유의차는 미적용군과 3 주군 사이(p=0.020)에서 

나타났다. 조직학적 소견에서도 고압산소를 적용한 군(3, 4 군)에서는 

고압산소의 적용기간에 따라 결손부 내부의 골형성이 증가하는 것을 관찰할 

수 있었다. 또한 조직계측학적 소견상으로는, micro CT 상에서와 유사하게 

고압산소를 적용한 기간에 따라 신생골 형성량이 증가하는 양상을 보인다. 

그러나 조직계측시에는 각 수치간의 통계학적 유의차는 나타나지 않았다. 

이를 종합해보면, 고압산소를 적용하면 결손부의 골형성능이 증가하게 된다고 

해석할 수 있다. 이를 통해 귀무가설 1 을 기각할 수 있다. 그러나 

귀무가설 2 는 기각할 수 없다. 고압산소 1 주군(3 군)과 

3 주군(4 군)사이에서는 통계학적 유의차가 발생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고압산소 적용의 적정선을 찾기 위해서는 고압산소의 적용기간을 더 

세분화한 추가적인 실험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조직학적 소견과 micro CT data 를 종합하여 보면, 고압산소의 적용은 

골의 재생에 유의미한 결과를 보인다고 해석할 수 있다. 비록 조직학적 

소견에서는 계측치의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으나, micro CT 와 

비슷한 추세로 신생골 형성량이 고압산소의 적용시간에 따라서 증가하는 

양상을 보였기 때문이다. 계측방법에 따라 data 의 통계적 유의성 차이가 

발생한 원인을 고찰해 보면, 첫째, 두 계측 방법의 차이가 원인일 수 있다. 

H/E stain 슬라이드 계측은 전체 3 차원적 결손부 중 박절된 2 차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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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면만을 관찰할 수 밖에 없기 때문에, 계측치의 오류가 발생할 확률이 

있으며, 박절된 단면의 위치가 결손부의 중심부에서 벗어날수록 오차가 

발생할 확률이 증가하는 한계가 있다. 또한 조직 슬라이드를 제작하는 

과정에서 탈회, 박절, 수세, 염색 등의 과정에서 오류가 발생될 여지도 있다. 

반면 Micro CT 는 조직의 탈회 이전에 계측을 시행하게 되므로, 온전한 

상태의 조직을 계측할 수 있고, 결손부 전체를 3차원적으로 분석할 수 있다. 

그러나 micro CT 는 계측 시 membrane 에 함유된 HA 와 골이식재로 인한 

산란이 발생할 수 있고, 이로 인해 신생골이 더 많이 생성된 것으로 계측될 

수 있다. 또한 계측을 위해 threshold 값을 설정하는데 있어서, 신생 

미성숙골과 흡수 중인 이식재를 완전히 구별할 수 없다. 반면에, H/E stain 

슬라이드 계측은 골이식재와 membrane 의 HA, 그리고 신생골을 

선택적으로 분류할 수 있으므로, 그로 인해 신생골의 비율이 Micro 

CT 보다는 적게 측정된 것으로 보인다. 그러므로, 두 계측치를 

상호보완적으로 확인하며 결론에 접근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보인다. 

 

본 실험에 사용된 BCP 는 HA:β-TCP 의 비율이 3:7 로 이루어져 있다. 

이식재의 골격 역할을 하는 HA 의 비중이 낮은 편이나, 기존 연구에서 

30%의 HA 로도 부피의 안정성이 유지되는 것으로 나타났으므로 4), 신생골 

형성에 유리한 β-TCP 의 비율을 높게 제작한 BCP 이다. 본 실험에서도 

이식재의 부피가 희생시까지 일정하게 유지되고 있었고, 이를 통해 30%의 

HA 로도 scaffold 역할을 충분히 해낼 수 있음을 다시 확인할 수 있었다. 

그러나 실험결과에서 보듯 osteoconductive material 인 BCP 만으로는 

신생골형성량이 오히려 적게 나타나게 되므로, 활발한 신생골 형성을 얻기 

위해서는 골형성능이 더 우수한 새로운 material 을 사용하거나, 

osteoinductive material 또는 자가골과 함께 이식하는 것이 더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그러나 구강악안면부 임플란트의 성공에 

있어서 중요한 인자 중 하나는 임플란트가 식립될 부분에 충분한 골이 



21 

 

존재하느냐이므로, osteoconductive material 을 단독으로 사용하여, 비록 

신생골의 형성속도는 늦어지더라도 골의 부피유지가 이루어진다면, 

그것만으로도 의미는 있다고 사료된다. 

 

Fig 9. Histologic specimen of nongrafted side(x12.5). Decreased total 

defect volume is seen. (Group 3 specimen. Irradiation and HBO 1week. 

The same animal with fig 10.) 

 

Fig 10. Histologic specimen of grafted side(x12.5). Augmented total 

defect volume is seen. (Group 3 specimen. Irradiation and HBO 1week. 

The same animal with fig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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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at calvaria 에서, Takagi 등 11)은 8mm 의 결손부를 형성 시, 9-12 주 

동안 5mm 까지 자연적으로 치유되나, 그 이후에는 자연치유가 일어나지 

않음을 보고하였다. 이후 rat calvarial defect 에서 critical size defect 는 

8mm 라고 간주되었다. 그러나 Mardas 등 12) 은 5mm 의 defect 도 별다른 

처치가 없을 시 4 개월 후에도, 결손부의 완전한 치유가 일어나지 않음을 

보고 하였고, Bosch 등 13)도 5mm defect 에서 4 개월 후 완전한 치유가 

일어나지 않았음을 보고하였다. 또한 Al-Qutub 등 14)은 8 주의 치유기간을 

가진 5mm 이하(4.6mm)의 결손부도 critical size defect 로 볼 수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상기 실험들은 방사선조사를 받지 않은 실험 

design 이므로, 본 실험에서 방사선 조사를 받은 rat calvaria 의 5mm 

직경의 결손부는 충분히 critical size defect 이상의 결손부라 할 수 있을 

것이다. 실제로 본 실험에서 6 주의 시간이 지난 후에도 골의 재생 소견이나 

신생골의 양으로 볼 때, 완전한 치유가 일어나기 어려울 것이 예상되므로, 

본 실험의 결손부는 critical size 이상의 defect 로 간주하기에 충분한 

요건을 지녔다고 본다. 

 

Single dose 15Gy 의 방사선은 fractionated 55Gy 의 방사선과 같은 

용량으로 간주된다. Doh 등 20)의 연구에서도 55Gy 의 치료방사선의 효과를 

얻기 위해 rat 의 maxilla 에 15Gy 의 방사선을 조사하였다. 그러나 Kaigler 

등 23)의 연구에서는 single dose 12Gy 의 방사선조사로도 백서의 두개골 

결손부의 치유능력이 37% 감소하였음을 보고하였다. 그리하여 본 

연구에서는 single dose 12Gy 의 방사선을 rat 의 calvaria 에 조사하였고, 

신생골 형성능의 저하를 얻을 수 있었다. 

 

 고압산소요법의 시초는 Hart 등 15)이 46 명의 하악의 방사선골괴사 환자 중 

37 명이 치료되었다는 증례를 보고한 것이다. 이후 Marx16)는 100% 산소, 

2.4 ATM, 90 분, 주당 5 회, 6 주간 시행을 골자로 하는 Marx protocol 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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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장하였다. 이후 고압산소요법의 다른 protocol 도 제시되었으나(2-3 

ATM/ 45-90 min24), 25), 26)) 기본적으로는 Marx protocol 을 기준으로 하여 

변용된 방법들이었다. 본 실험에서는 2.4ATM, 60 분, 주당 5 회의 

protocol 대로 실험을 진행하였는데, 이는 Sirin 등 25)이 같은 protocol 로 

rat 에서 유의미한 결과를 얻은 것에 따른 것이다.  

 

 고압산소요법은 종래의 두경부 방사선조사 후 술후관리 및 치료로서의 

목적 이외에도, 다양한 방면으로 사용되고 있다. 대표적인 예로, 

일산화탄소의 중독해소, 잠수병의 치료, 피부이식 후 생착유도 등을 들 수 

있다 27). 골내 임플란트가 상용화된 이후로, 임플란트 시술이 필요한 부위의 

골결손부의 재생을 유도하는 고압산소의 효용에 대한 연구도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Jan 등 28)은 토끼에서 양측성으로 15mm calvarial critical defect 를 

형성하고 Demineralized bone matrix(DBM), BCP 를 군에 따라 이식한 후, 

이 중 일부에 4 주간 HBO 를 시행하였다. 이때, DBM 군에서 신생골의 

유의한 증가를 관찰하였고, BCP 군에서는 bone marrow 의 증가를 암시하는 

fibrous tissue 의 유의한 감소를 관찰하였다. 또한 Jan 등 29)은 토끼에서 

nonvascularized autogenous bone graft 와 HBO 의 상관관계에 대하여도 

연구하였다. 이때, 비이식군에서는 유의할만한 신생골의 증가를 관찰하였고, 

이식군에서는 이식재의 bone mineral density 의 유의한 감소를 관찰하였다. 

 Pederson 등 18)은 rat 에서 6mm calvarial defect 를 형성한 후, copolymer 

scaffold(poly(L-lactide-co-1,5-dioxepan-2-one)(poly(LLA-co-DX

O)를 삽입하고 고압산소요법을 2.5ATM, 90 분, 2/4 주간 시행하였다. 이때, 

2 주 희생군에서 개선된 신생혈관생성과 osteoprogenitor cell 의 이동을 

관찰할 수 있었고, 8 주후에는 확연한 골재생의 차이를 발견할 수 있었다. 

 Okubo 등 30)은 rat 의 calf muscle 하방으로 recombinant human bone 

morphogenetic protein-2(rhBMP-2)를 침적시킨 collagen block 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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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치시킨 후 고압산소요법을 시행하여 rhBMP-2 와의 상호작용을 

시험하였다. 이때, 고압산소요법을 시행한 군에서 7 일 이후로 통계적으로 

유의한 alkaline phosphatase 의 발현이 관찰되었다. 이는 고압산소요법이 

rhBMP-2 의 골유도작용을 증가시킨다고 해석할 수 있다. 

 Tommy 등 31)은 HBO 와 Vascular Endothelial Growth Factor(VEGF) 

발현의 상관관계에 대해 연구하였다. VEGF 는 잘 알려지다시피, wound 

healing 과 embryonic development 시 neovascularization 에 관여하는 

인자이다. 이의 발현에는 oxygen tension 이 중요한 관여인자임이 밝혀져 

있다. Wound healing 의 초기에는 조직내 hypoxia 가 발생하는데, 이러한 

hypoxic environment 는 VEGF 의 합성을 촉진한다. HBO 는 이러한 조직 내 

hypoxia 를 hyperoxia 로 전환시켜 VEGF 의 합성에 필요한 환경을 

제거한다. 그러나 HBO 가 끝나고 나면, 조직은 다시 hypoxia 를 경험하게 

되고, 이를 반복하면서 결손부 내의 VEGF 합성은 증가된 채로 지속된다고 

보고하였다. 

 위와 같이 기존연구들을 살펴본 결과, 여러 연구에서 고압산소요법과 

기존에 알려진 골이식재, 골형성유도물질 등과의 상호작용에 대해 다양한 

연구가 진행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를 통해 고압산소요법이 골재생의 

선택적 수단으로 사용가능할 것이라 사료된다. 

 

 본 실험에서는 고압산소요법을 적용한 시간에 따라 방사선조사된 rat 

calvarial critical size defect 에서 골재생에 미치는 영향을 연구하였다. 

임상적 상황에서는 골결손부의 부피유지를 위해 골이식재를 사용하게 된다. 

이에 따라 본 실험에서는 BCP 를 결손부에 적용하였는데, BCP 를 이식한 

결손부에서, 비이식 결손부보다 적은 양의 신생골 형성이 관찰되었다. 이때, 

고압산소치료를 적용한 군에서는 비적용군에서보다 신생골 형성이 유의하게 

증가함을 보였다. 임상적으로 BCP 를 단일로 사용해야 하는 상황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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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압산소는 BCP 의 불리한 골형성능을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이 될 것이라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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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 결론 

 

● HBO는 방사선조사된 골 결손부에서 골재생에 도움이 된다. 

 

● HBO의 적용기간에 따른 신생골 형성량은 HBO의 적용기간이 길어질수록 

더 크게 나타났으나, HBO 1주군과 HBO 3주군 간의 통계학적 유의차는 

나타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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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Bone regeneration effect of duration of hyperbaric 

oxygen therapy on calvarial defect in irradiated rat 

 

 

Kim Chang dae. D.D.S. 

Department of Dentistry 

The Graduate School, Yonsei Univers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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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rpose :  

 Hyperbaric oxygen therapy has a role of post-operative care and treatment after 

radiation on maxillofacial region. These days, bone regeneration is important 

for maxillofacial implant treatment, so that several studies about bone 

regeneration are proceeding. So we evaluate bone regeneration effect of 

hyperbaric oxygen therapy on irradiated rat calvarial critical size defect 

following duration.  

 

 

Material and Method : 

 40 Sprague-Dawley rat were used. After irradiation of 12Gy on 

calvarium, we made bilateral 5mm defects on both parietal bones. BCP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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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ere grafted unilaterally and both defect are covered with HA collagen 

membrane. From the day after surgery, hyperbaric oxygen therapy 

proceeded with 2.4ATM, 60 min, 5days/week, 1 week or 3 weeks 

following groups. All rats were sacrificed 6 weeks after surgery. 

Radiographically, new bone was measured. Histomorphometrically, new 

bone was measured. 

 

 

Results and Discussion : 

 Radiographically, reduced bone regeneration was confirmed in irradiated 

specimen, then bone regeneration increase following duration of hyperbaric 

oxygen therapy. Between normobaric and 3 weeks hyperbaric group, increased 

new bone formation was confirmed with statistically significance. Histologically, 

new bone is decreased after irradiation, then increasing new bone formation is 

observed following duration of hyperbaric oxygen therapy. 

Histomorphometrically, a trend of new bone formation is similar to that of 

radiographic data, but no statistical significance is observ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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