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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 MATERIALS AND METHODS
1. Animals

2. rhBMP-2 Implant Constru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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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Surgical Procedures

4. Histology and Histometric 
Procedur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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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Statistical Analysis 

III. RESULTS
1. Histology Observations 

1) MBCP control group (Figure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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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MBCP/ rhBMP-2 group (Figure 4).

2. Histometric Analys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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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weeks 8 weeks

MBCP 20.5 ± 3.5 20.3 ± 2.7

rhBMP-2/MBCP 22.4 ± 3.4 21.5 ± 1.8

No significant difference when compared to all groups (P>0.01)

2 weeks 8 weeks

MBCP 1.1 ± 0.6 3.0 ± 0.9*

rhBMP-2/MBCP 3.0 ± 0.9¶ 5.5 ± 2.2*¶

* : Statistically significant difference compared to 2 weeks (p < 0.01)
¶ : Statistically significant difference compared to MBCP group (p < 0.01)

Table-1. Total augmented area (group means ±SD, mm2, n=8)

IV. DISCUSS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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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 CONCLUSION

IV. REFERENCE

 



405

 



406



407

- 국문초록 -

백서 두개골 결손부에서 bone morphogenetic 
protein-2의 전달체로서 macroporous biphasic 

calcium phosphate-block의 골재생효과
이용준, 정성원, 채경준, 조규성, 김창성*

연세대학교 치과대학 치주과학교실, 치주조직재생연구소

골형성 유도 단백질 은 성장이나 골형성과정에서 중용
한 역할을 한다고 입증되었고 그것의 운반체에 대한 연구가 이뤄져 왔다 하지만 수직압
이 존재하는 곳에서 골증대술에 적용할 수 있을 만큼 강한 공간유지능력이 있는 운반체
에 대한 연구는 그리 많지 않았다

은 공간유지능력이 뛰어나며 강한 수직압을 견딜수 있는 골대체물질이다 이 연구
의 목적은 을 골형성유도 단백질 의 운반체로 사용하여 백서 두개골 
결손부에 적용하였을 때 골 형성 효과를 평가하는 것이다

마리의 웅성백서에서 지름을 갖는 임계크기의 두개부 결손을 형성하였다 마
리씩 개의 군으로 나누어 만 이식한 군 을 운반체로 사용하여 
농도 를 이식한 군으로 나누어 술 후 주와 주에 치유결과를 조직학
적 조직계측학적으로 비교 관찰 하였다

조직계측학적 관찰 결과 군에서 군에서 보다 주 
모두 골밀도 가 유의성있게 증가하였다 각 군에서도 주째가 주째
보다 골밀도가 유의성있게 증가하였다 총조직 형성량 에서는 변
화가 없었다 이 연구 결과 백서 두개골 결손부에서 은 의 운반체로 
사용하였을 때 신생골 형성에 유의한 효과가 있을뿐 아니라 공간유지능력이 우수해서 수
직압이 존재하는 골증대술 시 의 운반체로 가능성이 있다고 사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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