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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롭게 개발된 비정질의 Calcium Phosphate가 
백서두개골의 골재생에 미치는 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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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론1)

근래 선진사회로 발전하면서 노년인구가 증가함에 
따라 임플란트를 이용한 치료가 보편화되고 심미적
인 치료에 대한 환자의 요구가 증가하고 있다. 이에 
파괴된 골수복 및 골부피를 증대시키는 것이 임플란
트 식립의 필수적인 고려사항이 되었다. 염증성 치
주질환으로 인해 파괴된 골 결손부의 재생 및 수복
은 치주치료에 있어서 관심분야 중의 하나이다. 치
주조직재생을 도모하기 위한 방법에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여러 가지 골이식재를 이용한 골이식술이 오
래전부터 이용되고 있다. 골이식술에는 자가골이식, 
동종골이식, 이종골이식, 합성골이식이 현재 이용되
고 있으며 자가골이식은 성장인자를 포함하고 있어
서 임상적으로 성공적인 결과를 나타내었으나1), 부
가적 수술 부위의 필요, 골강직 유발, 치근 흡수2,3) 
및 충분한 양을 얻을 수 없다는 제한점을 지니고 있
다. 동종골의 경우도 골유도능을 가진 골형성단백질
(bone morphogenetic protein)의 존재에 의한 골재
생효과를 기대하고 있지만 그 존재 및 효과에 대해

서는 불명확한 실정이며, 질환의 전염가능성과 채취
부위에 따른 골유도능력에 차이를 나타내고 있다. 
이종골의 경우에도 기타 질병의 전염이 우려되는 단
점을 지니고 있다. 이에 비해 합성골 이식재는 골유
도 능력이 없이 단순한 골전도능력만을 나타내며 골
조직과의 반응성에 따라 생체불활성, 생체활성 및 
생분해성으로 분류되며, 현재는 생분해성이 가장 효
과적인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대표적인 인공합성골
로서 Hydroxyapatite(HA)4), Tricalcium Phosphate 
(TCP)5) 등의 인산칼슘계 이식재와 polymer6), bio-
glass7), calcium carbonate8) 등의 이식재들이 사용
되고 있다. 하지만, 최근의 평가들에 의하면, 이들은 
진정한 의미의 골유도성은 없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
으며 대부분 결합조직 개재에 의해 골조직과는 분리
되는 단순히 생적합성이 있는 충전재(biocompatible 
filler)에 불과한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9). 따라서 골
이식재의 궁극적인 목적이 골이식재의 신생골에 의
한 치환이라는 관점에서 볼 때, 골친화성이 보다 우
수하고, 골재생에 맞추어 적절히 흡수될 수 있는 생
분해성 골이식재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있다. 

*교신저자 : 최성호,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신촌동 134 연세대학교 치과대학 치주과학교실, 120-752 (전자우편: shchoi726@yuhs.ac)
*본 연구는 2007년도 연세대학교 치과대학 학술연구비에 의하여 이루어졌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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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ioceramics 제재가 현재 치주조직재생에 흔히 사용 
되어지고 있으며. 생체분해성 물질은 생체재료분야 
특히 창상치유, 조직재생, 조절성 약물송달 분야에
서 점차 그 중요성이 증가하고 있다.

Leyhausen 등은 Calcium Phosphate Glass(CPG)
는 많은 양의 인산염이 human mandibular-deri 
ved osteoblast-like cell에서 관찰되며 골광화물화
의 조절자로 작용하는 것으로 추측된다고 하였다10). 
또한 Kawazoe 등은 쥐를 이용한 세포실험을 통해 
인산염이 골아세포 분화의 표지(Marker)인 osteo-
pontin과 osteocalcin의 발현을 증가시키고 alka-
line phosphatase activity도 증가시켰다고 하였으
며, 인산염이 phosphatase의 활성을 증가시킴으로
써 세포의 골화를 촉진시킨다고 보고하였다11).

Calcium polyphosphate(CPP; Ca[(PO3)]n)는 
monocalcium phosphate Ca(H2PO4)2를 열분해시켜 
얻을 수 있는데 이것은 무기질 고분자로서 4개 이상
의 동질이상체(α, β, γ, δ)가 있고 모두 
[-O-P-O-]를 골격으로 하는 쇄상구조를 갖는다. 
이 중에서 쇄상의 길이가 가장 길고 생화학적으로 
가장 안정한 β형의 CPP상에 따라 생분해 속도를 
조절할 수 있다12). Brown과 Chow에 의해 Silicate 
glass가 개발된 이후로 calcium과 phosphate-con-
taining compound의 조합은 bone cement의 가능
성으로 입증되었다. Silicate Calcium Phosphate 
Glass(CPG)는 골과 비슷한 조성이 있으며 bio-
activity가 증가한다13). 최근에 LeGeros와 Lee에 의
하면 in vitro 실험에서 CPG는 골과 비슷한 조직형
성을 한다고 보고한 바 있다14). 또한, CPG는 외과적
으로 형성한 백서두개골의 결손부에 신생골 형성을 
유도하였다고 보고되었다15).        

이에 본 연구의 목적은 새롭게 개발된 비정질의 
calcium phosphate 외과적으로 형성된 백서 두개골 
결손부에 있어 효과적인 골재생을 유도하는지를 알
아보고자 한다. 

II. 실험재료 및 방법
1. 실험재료
1) 실험 동물 
본 연구에서는 총 20마리의 200~300g의 웅성 백

서(Sprague-Dawley rats)를 사용하였다. 실험 동물 
선정과 관리, 외과적 처치시의 기준은 연세 임상의
학연구센터의 지침에 따랐다. 

2) 실험재료 및 재료방법
Ca/P molar ratio가 0.6인 Calcium Phosphate 

glass(CPG)가 48CaO·5CaF2·45PO·MgO·ZnO
에서 추줄되어졌다. Powder 상태인 92.5 wt% CPG
와 7.5wt%인 Na2CO3를 혼합하였다. CaCO3, CaF2, 
MgO, ZnO, H3PO4(85% liquid)를 증류수에 용해시
켰으며 slurry를 만들기 위해 잘 혼합되었다. Slurry
는 24시간동안 150℃에서 건조되어졌다. 

혼합된 powder상태는 1.5M NaOH와 다시 혼합하
였으며 Powder 대 liquid 비율은 2.5mL/g였다. pH 
변화는 pH indicator와 spectrophotometer를 사용
하여 측정되어졌다(Minolta, CM-3500d, USA). 실
험 재료로는 Powder/Liquid ratio가 0.25ml/g인 새
롭게 개발된 비정질의 Calcium Phosphate를 사용
하였다. 이는 425~600㎕ 크기로 형성된 구형 상태
이다. 

2. 실험방법
1) 실험군 설정
아무것도 처치하지 않은 대조군 그리고 새롭게 개

발된 비정질의 calcium phosphate를 넣은 군을 실
험군으로 나누었으며 각 군은 5마리씩 2주와 8주에 
희생을 시행하였으며 총 20마리가 사용되어졌다. 

2) 외과적 처치 
실험 동물은 Ketamine hydrochloride(Ketalar , 

Yuhan Co., Seoul, Korea)를 족근 정맥에 주사하여 
전신마취시키고, 수술 부위는 2% 리도카인(1:10만 
에피네프린 함유, Kwangmyung Pharm., Seou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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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1. Control group, 2 weeks 
(×20)

Figure 2. Control group, 8 weeks 
(×20)

Korea)으로 침윤 마취하였다. 백서의 두개관의 제모
후 iodine으로 소독하였다. 백서에 두개골에 절개를 
시행한 후에 내경 8mm 트레핀버(3i, Palm Beach 
Gardens, FL, USA)로 백서의 두개골에 결손부를 
형성하였다. 각 군별로 10마리씩 이식 재료를 매식
한 후 4-0 coated Vicryl violet(Polyglactin 910, 
braided absorbable suture, Ethicon, Johnson & 
Johnson Int., Edinburgh,UK)으로 봉합하였다. 

3) 조직학적 관찰 
실험 동물을 술 후 2주와 8주에 희생시키고, 실험 

부위를 적출하였다. 적출 부위를 10% 중성 포르말린
에 10일간 고정시킨 후, 7일간 EDTA-HCl로 탈회시
킨 후, 통법에 따라 paraffin 포매하여, 3㎛ 두께로 
실험 부위 중간을 절편을 만든 후, hematoxyline- 
eosin으로 염색한 후 광학 현미경으로 조직학적 관
찰하였다. 

4) 조직계측학적 관찰
100배 배율로 확대된 조직 표본상을 컴퓨터 모니

터상에 재현하고 3차원 영상 분석 프로그램을 이용
하여 신생골에 대한 조직계측학적 분석을 시행하였
다. 결손부의 변연과 신생골의 변연 간의 거리를 재
서, 전체 결손부에 대한 피개율(%)을 계산하였다. 또
한 신생골의 면적(mm2)은 광화된 골 및 잔존골이식
재, 골수 및 섬유성 결합조직, 신생혈관 등을 포함한 
새로 형성된 골 경계까지의 면적으로 하고, 골 밀도
(%)는 신생골의 총 면적에서 다른 조직들을 제외하
고 광화된 골만의 비율로 하였다.

III. 결과
1. 임상적 관찰
치유 양상은 일반적으로 특이점 없이 각 군간 유

사하게 진행되었다. 이식 부위의 노출이나 염증소견, 
그리고 수술 부위의 다른 합병증은 나타나지 않았다. 

2. 조직학적 관찰
1) 대조군
전 실험기간 동안 대조군에서는 육안적인 염증이 

없었으며 정상적인 치유상태를 보였다. 이식재를 이
식하지 않은 대조군에서는 골결손부위의 2주, 8주 
모두에서 신생골이 별로 관찰되지 않았다(Figure 
1, 2).   

2) 실험군, 새롭게 개발된 Calcium Phosphate 
이식군

 ① 2주
대조군과 마찬가지로 염증세포의 개재없이 정상적

인 치유상태를 보였다. 신생골의 형성이 뚜렷히 발
견되었고 이식재 주위로 많은 신생골이 형성되어 이
식재를 둘러싸고 있었다. 고배율 관찰결과 이식한 
비정질의 calcium phosphate와 직접 접촉하여 신생
골 침착이 일어나고 있었다. 고배율에서는 조골세포
의 배열과 더불어 점차 골형성되는 소견이 관찰되었
다(Figure 3,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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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weeks 8 weeks
Control 13.9± 3.6 15.6± 7.3 

Experimental Group 43.7± 5.0 ** 51.4± 6.2 † **
*Statistically significant difference compared to control group (P<0.05)   **(P<0.01)
† Statistically significant difference compared to 2 weeks (P<0.05)  ‡(P<0.01)

Table 1. Defect Closure(%) (Group means±SD; N=5)

2 weeks 8 weeks
Control 0.2 ± 0.2 0.3 ±0.2 

Experimental Group 3.7± 5.0 ** 5.4± 6.2 ‡ **
*Statistically significant difference compared to control group (P<0.05)   **(P<0.01)
† Statistically significant difference compared to 2 weeks (P<0.05)  ‡(P<0.01)

Table 2. New bone area(mm2)(Group means±SD; N=5)

NB

Figure 3. Experimental group, 2 
weeks (×20)

Figure 4. Experimental group, 2 weeks(×50)
NB: defect margin 부위에서부터 bone invagination. Biomaterial이 흡수되기 시작한다.

NB

Figure 5. Experimental group, 8 
weeks (×20)

Figure 6. Experimental group, 8 weeks (×50)
NB: biomaterial이 흡수되면서 그 주위로 골형성이 되는 것을 관찰 할 수 있다.

 : defect margin 표시

 ② 8주
염증세포의 개재없이 정상적인 치유상태를 보였

다. 신생골의 형성이 2주에 비하여 뚜렷이 발견되었
고 이식재 주위로 많은 신생골이 형성되어 이식재를 

둘러싸고 있었다. 고배율 관찰결과 이식한 비정질의 
calcium phosphate과 직접 접촉하여 신생골 침착이 
일어나고 있었다. 고배율에서는 조골세포의 배열과 
더불어 점차 형성되는 소견이 관찰되었다. 대조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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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weeks 8 weeks
Control 89.6±12.3 92.3±4.9†

Experimental Group 29.5±4.0**   40.4±1.6**‡

*Statistically significant difference compared to control group (P<0.05)   **(P<0.01)
† Statistically significant difference compared to 2 weeks (P<0.05)  ‡(P<0.01)

Table 3. Bone density(%)(Group means±SD; N=5)

비해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P<0.05)(Figure 5, 6). 

3. 조직계측학적 관찰
Defect Closure면에서 experimental group이 유

의성 있게 차이를 보였으며, bone density면에서 실
험군의 2주, 8주 비교시 8주에서 현저한 증가를 보
였다(P<0.01).

IV. 고찰
치주조직재생을 도모하기 위한 방법에는 여러 가지

가 있지만 여러 가지 골이식재를 이용한 골이식술이 
오래 전부터 이용되고 있다. 골이식술에는 자가골이
식, 동종골이식, 이종골이식, 합성골이식이 현재 이용
되고 있으며 자가골이식은 성장인자를 포함하고 있어
서 임상적으로 성공적인 결과를 나타내었으나1), 부가
적 수술 부위의 필요, 골강직 유발, 치근 흡수2,3) 및 
충분한 양을 얻을 수 없다는 제한점을 지니고 있다.

본 연구에서 사용한 백서 두개골 결손부 모델은 
다른 동물실험 모델과 비교하여 접근성, 재현성이 좋
고 간편하므로 골재생 물질을 연구하는데 효과적이며 
편리한 모델로 알려져 있다. 미성숙한 개체는 성숙한 
개체에 비해 치유능력이 우수하므로 250~300g의 성
체를 사용하였으며, 암컷의 경우 호르몬의 변화나 
임신 등에 의해 결과에 영향을 끼칠 수 있어 수컷만
을 사용하였다. 이 모델에서 사용한 8mm의 원형결
손은 쥐의 임계크기 결손(Critical size defect, 
CSD)으로, 이는 아무런 처치를 하지 않으면 10% 이
하의 골재생을 이루는 가장 작은 크기의 결손을 일

컫는다. 대부분의 동물은 CSD가 연령에 따라 작아
지는데 쥐의 경우는 상대적으로 일정하다. 또한 결
손부를 형성하고 골을 제거하면 경뇌막이 노출되는
데, 이는 골재생에 중요한 역할을 하므로 실험시 주
의해야 한다18-23).  

새롭게 개발된 비정질의 calcium phosphate의 
물리적, 화학적, 기계적 특성 실험결과, 임상적 경조
직, 연조직 반응은 뛰어나며 골결손부에 재료 이식시 
단순한 괴사조직 제거보다 더 나은 결손부 제거와 충전
을 이끌어냄을 보여줬다. 이에는 인간의 골격계 대부분
의 구성을 차지하는 무기질로써 인간의 골대체물질로 
오래 전부터 연구되고 사용되어왔던 Hydroxyapatite
가 있다. Hydroxyapatite의 Ca/P ratio=1.67로서 
골과 유사하다. 다공성의 재료는 재료자체의 소공내
에서 골조직과 유사한 물질이 형성되고 결손부의 주
변부에서 새로이 형성된 골조직과 결합한다. 또한 
Ca/P ratio=1.5로써 B-whitlockite인 Tricalcium 
phosphate(TCP)가 있으며 이는 생체내에서 분해된
다. 이 재료를 이식했을 때 주위 조직은 양호한 반응
을 보이며 독성반응의 증가도 없고 시간이 경과하면
서 점차 흡수가 일어나 골조직으로 대체가 된다. 본 
연구에서는 새롭게 개발된 생분해적 비정질의 cal-
cium phosphate는 산화-염기반응에 의해 제조된 
물질이며 이는 작업시간이 길며 다공성이며 압축강
도가 다른 biomaterials에 비해 높다. 골이식재를 
대체할 수 있는 물질들 중 성장인자, 특히 골형태형
성단백질-2가 골유도를 촉진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으나24,25), 골형태형성단백질-2는 원하지 않는 방
향으로의 이소골형성을 야기할 수 있고, 흡수가 빨
리 일어나며, 체내에서 20~30분 후에 불활성화 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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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또한 임상에서 사용하기에는 고비용이라는 단점
을 가지고 있다24,26-28). Leyhausen 등은 많은 양의 
인산염은 human mandibular-derived osteo-
blast-like cell에서 관찰되며 골광화물화의 조절자
로 작용하는 것으로 추측된다고 하였다10). 또한 
Kawazoe 등은 쥐를 이용한 세포실험을 통해 인산염
이 골아세포 분화의 표지(Marker)인 osteopontin과 
osteocalcin의 발현을 증가시키고 alkaline phos-
phatase activity도 증가시켰다고 하였으며 인산염
이 phosphatase의 활성을 증가시킴으로써 세포의 
골화를 촉진시킨다고 보고하였다11).

임상적 관찰을 보면 치유 양상은 일반적으로 특이
점 없이 각 군간 유사하게 진행되었다. 이식 부위의 
노출이나 염증소견, 그리고 수술 부위의 다른 합병
증은 나타나지 않았다.

조직학적 관찰 결과, 대조군은 앞선 연구들과 크
게 다르지 않았고 8주가 되어도 신생골의 형성은 극
히 제한적이다. 새롭게 개발된 calcium phosphate 
이식군의 2주에서는 대조군과 마찬가지로 염증세포
의 개재없이 정상적인 치유상태를 보였다. 신생골의 
형성이 뚜렷이 발견되었고 이식재 주위로 많은 신생
골이 형성되어 이식재를 둘러싸고 있었다. 고배율 
관찰결과, 이식한 비정질의 calcium phosphate와 
직접 접촉하여 신생골 침착이 일어나고 있었다
(29.5±4.0)(%). 고배율에서는 조골세포의 배열과 
더불어 점차 형성되는 소견이 관찰되었다. 8주에서
는 대조군과 마찬가지로 염증세포의 개재없이 정상
적인 치유상태를 보였다. 신생골의 형성이 2주에 비
하여 뚜렷이 발견되었고 이식재 주위로 많은 신생골
이 형성되어 이식재를 둘러싸고 있었다(40.4± 
1.6)(%). 고배율 관찰결과 이식한 비정질의 calcium 
phosphate과 직접 접촉하여 신생골 침착이 일어나
고 있었다. 고배율에서는 조골세포의 배열과 더불어 
점차 형성되는 소견이 관찰되었다. 

본 실험에서의 결과를 보면 새롭게 개발된 생분해
적 비정질의 calcium phosphate는 많은 양의 골재
생을 시키는 것을 볼 수 있었다. 이는 calcium 
phosphate가 골세포나 골전구세포들의 결손부로의 

이주를 유도하여 나타나는 것으로 생각할 수 있으며 
이 등의 연구결과와 일치한다29). 골형성에 필요한 
세포들의 결손부로의 이주는 골유도에 있어서 중요
한 과정이며 인산염의 이러한 기능을 고려할 때 인
산염은 임상에 적용 가능한 뛰어난 골재생 물질 중
의 하나라고 할 수 있다.  

V. 결론
Calcium phosphate glass(CPG)와 NaCO and 

NaOH solution을 섞어 만든 생분해성 비정질 cal-
cium phosphate는 생체적합성, 골친화성, 골전도성
이 있으며 생체내 이식후의 조직 반응 및 골 형성량
을 관찰하여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을 수 있었다.

1. 새롭게 개발된 비정질의 calcium phosphate는 
대조군에 비해 신생골 형성이 통계학적으로 유
의성 있게 증가하였다(P<0.05).

2. 새롭게 개발된 비정질의 calcium phosphate의 
8주 실험군에서는 2주에 비해 골형성이 증가하
였다(40.4±1.6)(%).

이상의 결과로서 본 실험에서 조사된 새롭게 개발
된 생분해성 비정질의 calcium phosphate골이식재
는 골전도성과 생분해성이 양호한 골이식재로 활용
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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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effects of novel biodegradable amorphous Calcium 
Phosphate on bone regeneration in rat calvarial defec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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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urpose: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evaluate the bone regeneration of novel biodegradable 
amorphous calcium phosphate.

Materials and Method: An 8-mm, calvarial, critical-size osteotomy defect was created in each of 
20 male Sprague-Dawley rats(weight 250~300g). The animals were divided into two groups of 10 an-
imals each and allowed to heal for 2 weeks(10 rats) or 8 weeks(10 rats). The first group was the 
control group and the other group was the experimental group which received the novel bio-
degradable calcium phosphate.

Results: The healing of the calvarium in the control group was uneventful. The histologic results 
showed little bone formation in the control group. The experimental group which received the novel 
biodegradable calcium phosphate showed a normal wound healing. There were a lot of new bone for-
mation around the biomaterial in 2 weeks. The bone formation increased in 8 weeks when compared 
to 2 weeks and there was a significant bone increase as well(P<0.01).The novel biodegradable calcium 
phosphate showed statistical significance when compared to the control group (P<0.05). The novel 
biodegradable calcium phosphate in 8 weeks showed a significant increase in bone formation when 
compared to 2 weeks (40.4±1.6)(%). The  biodegradable calcium phosphate which is made from mix-
ing calcium phosphate glass(CPG), NaCO and NaOH solution, is biocompatible, osteoconductive and 
has a high potency of bone formation.

Conclusion: We can conclude that the novel biodegradable calcium phosphate can be used as an ef-
ficient bone graft material for its biodegradability and osteoconductivity.2)

Key words : novel biodegradable calcium phosphate, bone, bone regeneration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