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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purpose of this animal study was to evaluate, by histological analysis, bone regeneration in rabbit 
maxillary sinuses with an anorganic bovine graft (Bio-Oss) and a β-tricalcium phosphate (β-TCP) grafting. 
Bilateral sinus augmentation procedures were performed in 12 adult male rabbits. Rectangular replace-
able bony windows were made with a piezoelectric thin saw insert. In the Bio-Oss group, Bio-Oss was 
grafted and in the β-TCP group, β-TCP was grafted and covered by replaceable bony windows. The 
animals were sacrificed at 2, 4, and 8 weeks after the surgical procedure. The augmented sinuses were 
evaluated by histomorphometric analysis using hematoxylin-eosin, Masson trichrome, and tartrate-re-
sistant acid phosphatase stains and also by immunohistochemical analysis of proliferating cell nuclear 
antigen (PCNA), type I collagen, and osteocalcin content. Histologically, new bone formation was found 
on the surface of Bio-Oss and β-TCP particles from 2 weeks and continued to 8 weeks. Significant 
higher new bone formation was revealed in the β-TCP group than in the Bio-Oss group at 8 weeks. 
The amount of graft materials was significantly decreased in the β-TCP group and the number of os-
teoclasts was significantly increased in the β-TCP group from 4 to 8 weeks. Immunoreactivity to 
PCNA was reduced at 8 weeks. The expression of type I collagen was significantly increased in the β- 
TCP group at 2 weeks, but was significantly increased in the Bio-Oss group at 8 weeks. Immunoreactivity 
to osteocalcin was increased from 2 to 8 weeks. These histological results can help in the selection of 
graft materials for implants. Both Bio-Oss and β-TCP are proven graft materials, however, these results 
indicate that β-TCP showed better bone regeneration results in rabbit maxillary sinus augmentation.

Key words : Bio-Oss, β-TCP, immunohistochemistry, maxillary sinus augmentation, new bone formation

*Corresponding author

*Tel : +82-53-650-4458, Fax : +82-53-652-2690

*E-mail : ysmoon@cu.ac.kr

This is an Open-Access article distributed under the terms of   

the Creative Commons Attribution Non-Commercial License 

(http://creativecommons.org/licenses/by-nc/3.0) which permits 

unrestricted non-commercial use, distribution, and reproduction 

in any medium, provided the original work is properly cited.

ISSN (Print) 1225-9918
ISSN (Online) 2287-3406

Journal of Life Science 2018 Vol. 28. No. 10. 1220~1232 DOI : https://doi.org/10.5352/JLS.2018.28.10.1220

서   론

인공치아를 식립하기 위한 골이식 재료로 가장 이상적인 

것은 자가골이다. 자가골 이식은 이식편에 살아있는 조골세포 

및 전구조골간엽세포가 많아 골형성이 빠르고, 면역학적 거부

반응이나 질환 전파의 위험이 적다. 하지만, 자가골 이식은 

공여골 채취를 위한 부가적인 수술이 필요하고, 감염의 가능

성 및 공여 할 수 있는 골의 양도 한계가 있다[29, 32]. 그러므로 

자가골 대신 동종골, 이종골 또는 생체친화성이 우수한 골 대

체 물질이 많이 사용되어 왔다. 이러한 자가골 대체 물질로는 

ACS (absorbable collagen sponge), BBM (bovine bone miner-

al), Bio-Oss (anorganic bovine graft), DBM (demineralized 

bone matrix), Drilac (polylactic acid granules), HA (hydrox-

yapatite), PLGA (poly[lactide-co-glycolide]) microparticles, 

synthetic biodegradable polymer, TCP (tricalcium phos-

phate) 등이 보고되어 있으며[17, 23, 34], 최근에는 골과 가장 

유사한 Bio-Oss와 β-TCP가 많이 사용 되어지고 있다. Bio-Oss 

는 소뼈 기질에서 추출하여 단백질 등의 유기질을 제거한 수

산화인회석(hydroxyapatite)로서 결정구조, 형태 및 물리적 성

질이 인간의 해면골과 유사하다. Bio-Oss는 75-80%의 다공성

을 가지고 있어 혈관의 신생이 용이하고, 구조적으로 안정적

이며, 흡수에 저항하는 구조를 가지는, 골 이식 시 전세계적으

로 가장 많이 사용되어 온 골 대체재 이다[15, 20, 27, 37]. β

-TCP는 미세기공으로 연결된 인산칼슘계의 합성골이며, 수산

화인회석보다 높은 용해도를 보이고, 용출, 흡수의 과정을 거

쳐 자가골로 치환될 수 있다. 또한 β-TCP는 무균의 인공재료

이기 때문에 혈액이나 조직을 매개로 하는 감염의 위험성을 

제거 할 수 있는 생체친화성 골 대체 물질이다. TCP는 α, β, 

γ의 3개의 상이 있는데 이 중 β상이 인공치근과 골 충전재로 

이용되고 있다[13, 18, 24, 33].

상악 구치부의 발치 후에 나타나는 치조골의 흡수와 상악동

의 함기화(pneumatization)는 인공치아를 이용한 수복에 절대

적인 골량 부족과 같은 어려움을 초래한다. 상악동 골이식술

은 상악 구치부의 부족한 골량을 증가시키기 위하여 1980년

Boyne과 James에 의해 처음 소개되었으며, 이후 인공치아 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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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 In the left side, Bio-Oss particles was grafted into the 

new compartments under the elevated sinus membrane 

and in the right side, β-TCP particles was grafted (A). 

In the all groups, the replaceable bony window was re-

placed over the bone graft (B). rB: replaceable bone.

립을 위한 보편적인 수술로 자리 잡았다[3]. 환자들을 대상으

로 다양한 골 이식재를 사용한 상악동 골이식술의 임상 결과

들은 많이 발표되어 있다. 하지만, 결과 도출의 방법들은 환자

의 골이식 부위를 X-ray 또는 마이크로 CT로 촬영하여 분석한 

결과들이 대부분이다. 또한, 환자들의 조직 시편 채취가 제한

적이라 골 재생과정의 조직학적 연구를 위해서는 한계성이 

있다. 1985년 Kumlien과 Schiratzki는 토끼의 부비동이 인간

의 부비동과 비슷하다고 보고하였고[12], 이후 최근까지 토끼

의 상악동을 거상하여 다양한 이식재에 대한 연구들이 활발하

게 보고되고 있다[1, 8, 11, 21, 35]. 현재까지 토끼의 상악동에 

Bio-Oss와 β-TCP를 이식하여 두 가지의 이식재를 조직학적으

로 직접 비교한 보고는 없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거상한 

토끼 상악동에 Bio-Oss와 β-TCP를 이식한 후 골 재생과정에 

대한 Bio-Oss 또는 β-TCP의 효과를 조직학적 방법들을 이용

하여 비교 조사하고자 하였다.

재료  방법

실험동물

실험동물은 체중 2.8-3.2 kg의 뉴질랜드 수컷 토끼 12마리를 

2, 4, 8주로 각각 4마리씩 3군으로 나누어 실험하였다. 실험동

물은 항온 항습과 12시간의 밤-낮 주기가 일정하게 유지되는 

사육실에서 물과 사료를 충분히 공급한 후 사용하였으며, 동

물실험은 대구가톨릭대학교의료원 동물실험윤리위원회의 기

준에 따라 수행하였다(DCIAFCR-160401-3).

실험방법

전신마취를 위하여 30 mg/Kg의 ketamine (Ketalar; Yuhan 

Co, Seoul, Korea)과 10 mg/kg xylazine (Rompun; Bayer 

Korea, Seoul, Korea)을 혼합하여 토끼에 근육 주사하였다. 마

취된 토끼를 수술대에 고정한 후 전두부에서 코 부위까지 제

모를 하였고, 두개 정중부에 3 cm 정도의 절개를 한 후 피부와 

골막을 견인하여 비골(nasal bone)을 노출시켰다. Piezoelec-

tric device (Surgybone; Silfradent srl, Sofia, Italy)에 연결한 

thin saw insert (S-Saw; Bukbu Dental Co, Daegu, Korea)를 

사용하여 비골간 봉합선에서 양쪽 5 mm 외측으로 3 mm x 

10 mm의 두 개의 창을 형성하였고, blunt-ended curette을 이

용하여 상악동 점막을 거상하였다. 우측 상악동 점막을 거상

한 부위에는 Bio-Oss (Geistlich AG, Wolhusen, Switzerland)

를 이식하였고, 좌측에는 β-TCP (Cerasorb M; Curasan, 

Kleinostheim, Germany)를 이식하였으며, 채취한 본래의 골

편으로 창을 막았다(Fig. 1). 골막과 피부를 봉합한 후 감염예방

을 위하여 20 mg/kg의 gentamycin (Gentamycin; Donghwa 

Co, Seoul, Korea)을 3일간 근육주사 하였다.

조직학  검사

상악동 거상술 후 모든 토끼는 2, 4, 8주에 희생시켰다. 과량

의 ketamine (Ketalar; Yuhan Co, Korea)을 근육 주사하여 토

끼를 마취시킨 후 상악동 거상술을 실시한 두개골 부위를 비강

이 보이도록 미세톱으로 절단하고, 중성포르말린(NBF, neu-

tral buffered formalin) 용액에 48시간 고정 하였다. 0.01 M 

phosphate buffered saline (PBS, pH 7.4)으로 수세한 후 10 

% formic acid로 7일간 탈회하였다. 수세와 탈수과정을 거치

고 파라핀(Paraplast: Oxford, St. Louis, MO, USA)에 포매 하

였으며, 두개골을 관상면 방향으로 절삭하여 5 μm 두께의 연

속 절편을 만들었다. 조직절편에는 양쪽 상악동 부위가 모두 

포함되도록 제작하였으며, 각 상악동의 형태 관찰과 변화를 

알아보기 위해 Hematoxylin-Eosin (H-E)와 Masson’s Tri-

chrome (MT) 염색을 시행하였다.  

Tartrate resistant acid phosphatase (TRAP) 염색

Acid phosphatase kit (Sigma-Aldrich, St. Louis, MO, USA)

를 사용하여 파골세포를 염색하였다. 각 군의 조직절편을 xy-

lene에서 탈파라핀 하고 저농도의 알코올에 순차적으로 처리

한 후 물에 수세하여 함수하였다. 37℃로 중탕한 44 ml의 증류

수에 2 ml씩의 acetate solution (pH 5.2), tartrate solution (pH 

5.2)과 naphthol AS-BI phosphoric acid solution을 가한 후 

fast garnet GBC salt를 1 capsule 첨가하여 TRAP 염색액을 

만들었다. 37℃의 수조에서 암소를 유지시키면서 각 군의 조

직절편을 1시간 동안 염색하였다. 물로 수세한 후 acid hema-

toxylin으로 대조 염색하였다.

조직계측학  검사

각 군에서 형성된 신생골, 이식재 및 결합조직 양 등을 평가

하기 위하여 Axiophot Photomicroscope (Carl Zeiss, Ger-

many)와 연결된 AxioCam MRc5 (Carl Zeiss, Germany)를 사

용하여 H-E 또는 MT 염색한 상악동 전체를 x12.5 배율로 10부

위 촬영하였다. 계측 프로그램(AxioVision SE64, Carl Zei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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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ermany)을 이용하여 거상한 상악동의 전체면적, 신생골 면

적, 층판골 면적, 이식재 면적, 골수조직 면적 및 혈관을 포함

하는 결합조직의 면적을 측정하였다. 신생골 형성의 정도는 

거상한 상악동 전체면적에 대한 신생골이 차지하는 비율(%)

로 계산하였다. 층판골 면적은 MT 염색에서 골세포를 포함하

여 붉은색으로 염색된 골기질의 범위를 측정하여 계산하였다. 

전체골은 신생골과 층판골의 면적을 합한 값을 사용하였다. 

파골세포의 수는 TRAP 염색에서 암갈색으로 염색된 세포들

을 계수하여 측정하였다. 각각의 군에서 x100 배율로 무작위

로 촬영한 사진들에서 1 mm2의 범위 속에 포함된 파골세포의 

수를 40부위에서 각각 계수하여 그 평균값을 사용하였다.

면역조직화학

각 군의 조직절편들을 탈파라핀 하고 0.01 M PBS (pH 7.4)

에 세척하였다. 조직 내의 내인성과산화효소의 활성을 저해하

기 위하여 0.3% H2O2를 함유한 PBS로 30분간 반응하였고, 비

특이적인 반응을 억제하기 위하여 10% normal horse serum 

(Vector Lab., Burlingame, CA, USA)으로 30분 동안 처리하였

다. 1차항체로 mouse anti-proliferating cell nuclear antigen 

(PCNA) monoclonal antibody (PC10, Santa Cruz Biotechnol-

ogy, Santa Cruz, CA, USA), mouse anti-type I collagen mon-

oclonal antibody (Abcam, Cambridge, UK) 와 mouse anti-os-

teocalcin monoclonal antibody (Novus Biologicals, Littleton, 

CO, USA)를 각각 1:100~1:200으로 희석하여 실온에서 2시간 

동안 반응시켰고, 2차항체로 biotinylated anti-mouse IgG 

(Vector Lab., USA)를 1:100으로 희석하여 1시간 반응하였다. 

PBS로 세척한 후 ABC kit (avidin-biotin-peroxidase complex; 

Vector Lab., USA)로 1시간 동안 반응시켰고, PBS로 세척한 

후 0.01% H2O2와 0.05% 3,3'-diaminobenzidine (DAB; Sigma- 

Aldrich, USA)가 포함된 0.05 M tris-HCl 완충 용액(pH 7.4)으

로 발색시켰다. PBS로 세척하고 hematoxylin으로 대조 염색

한 후 Axiophot Photomicroscope (Carl Zeiss, Germany)으로 

관찰하였고, AxioCam MRc5 (Carl Zeiss, Germany)로 촬영하

였다. 촬영한 사진들은 AxioVision SE64 (Carl Zeiss, Ger-

many)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면역반응의 강도는 

각 군에서 나타난 반응성의 상대적인 차이를 비교하여 결정하

였고, 그 결과는 음성, 약한 양성, 중정도의 양성 및 강한 양성

으로 나누어 구분하였다.

면역조직화학 염색의 평가

각 군의 면역조직화학 염색을 평가하기 위하여 Axiophot 

Photomicroscope (Carl Zeiss, Germany)와 연결된 AxioCam 

MRc5 (Carl Zeiss, Germany)를 사용하였다. 각 군에서 무작위

로 선택된 40부위를 x200의 배율로 촬영하여 사진을 얻은 다

음 AxioVision SE64 (Carl Zeiss, Germany) 프로그램으로 분

석하였다. 각각의 사진은 Han 등[6]과 Henriksen 등[7]이 사용

한 반정량적 채점 시스템(semiquantitative scoring system)으

로 채점하였다. PCNA, type I collagen 및 osteocalcin 항체에 

대한 면역반응성의 강도와 범위를 포함하는 핵 또는 세포질에 

대하여 0점: 음성반응, 1점: 1%-10% 범위의 양성반응, 2점: 

11%-33% 범위의 양성반응, 3점: 34%-66% 범위의 양성반응, 

4점: 67%-100% 범위의 양성반응으로 채점하였다. 

통계 분석

모든 실험결과에 대한 통계처리는 SPSS program (version 

25.0, SPSS Inc, Chicago, IL, USA)을 이용하였다. 각각의 Bio- 

Oss군과 β-TCP군의 측정값들은 일원배치 분산분석(one way 

ANOVA)으로 분석하였고, Tukey 방법으로 검정하였다. 모든 

값들은 평균±표준편차로 표시하였고, 통계적 유의성은 p<0.05 

유의수준에서 검정하였다.

결   과

형태학  구조

모든 실험동물들은 상악동 골 이식술 후 체중감소 등의 별

다른 이상 소견 없이 건강하였으며, 수술 부위는 특별한 염증

소견 없이 잘 치유된 모습을 보였다. 토끼를 희생한 후 수술부

위를 다시 노출 시켰을 때 2, 4, 8주군 모두 창을 만들고 다시 

재부착 시킨 골편이 숙주골과 잘 융합되어 있었다.

조직학  구조

H-E 염색에서 Bio-Oss 입자는 eosin에 연하게 염색되어 주

위와 뚜렷이 구분할 수 있었으며, β-TCP 입자는 염색이 되지 

않아 다수의 기공을 가진 무색의 구조물로 잘 구분되었다. 신

생골은 기존골에 비하여 연하게 염색되었지만 고배율에서는 

구분이 가능하였다. MT 염색에서는 Bio-Oss 입자는 연한 붉은

색으로 염색되었고, β-TCP 입자는 무색으로 주변 구조물들과 

잘 구분되었다. 기존골은 붉은색으로 염색되고 신생골은 푸른

색으로 염색되어 저배율에서도 신생골의 구분이 가능하였다. 

혈관을 포함한 결합조직은 연한 푸른색으로 염색되어 있었다. 

H-E와 MT 염색을 수행한 각 군들의 저배율 관찰을 통하여 

Bio-Oss군과 β-TCP군 모두에서 염증소견이나 조직구조의 이

상은 관찰되지 않았고, 거상한 상악동 공간속에서 신생골 형

성이 시간 경과에 따라 변화되는 양상을 비교 관찰할 수 있었

다(Fig. 2).

Bio-Oss군

2주군에서는 이식한 Bio-Oss 입자 주위로 소수의 신생골 

형성이 관찰되었고 다수의 골모세포들이 신생골 표면을 둘러

싸고 있었으며 그 주변은 대부분이 섬유아세포가 풍부한 결합

조직으로 채워져 있었다. MT 염색에서 구분할 수 있는 신생골

은 거상한 상악동 점막아래와 상악동 외측벽 주위에서 관찰되



Journal of Life Science 2018, Vol. 28. No. 10 1223

Fig. 2. Coronal sections of the nasal cavity in the rabbit at 2 weeks (A, B, C, D), 4 weeks (E, F, G, H) and 8 weeks (I, J, K, L) 

after surgery. In each image, the left side shows the grafted sinus with Bio-Oss particles after the maxillary sinus membrane 

elevation and replaced bony window, and the right side shows the grafted sinus with β-TCP particles and replaced bony 

window. BP, Bio-Oss particles; TP, β-TCP particles; NS, nasal septum; rB: replaceable bone; A, B, E, F, I, J, H-E stain; C, 

D, G, H, K, L, Masson’s trichrome stain; Scale bar = 1 mm.

었다. 신생골 주위에는 다수의 골모세포와 소수의 파골세포가 

관찰되었다(Fig. 2A, Fig. 2C, Fig. 3Aa). 4주군에서는 이식한 

Bio-Oss 입자 주위에서 골형성이 증가되어 있었고 일부 신생

골은 Bio-Oss입자와 융합되어 있었다. 이식한 Bio-Oss입자와 

신생골 주위에는 결합조직으로 채워져 있었고 혈관의 빈도도 

2주군에 비하여 증가된 경향을 보였다. 재부착 시킨 골편의 

바닥을 중심으로 신생골 형성이 활발하게 진행되어 있었고, 

상악동 점막아래와 상악동 외측벽 주위의 Bio-Oss 입자에서도 

증가된 신생골을 관찰할 수 있었다. 신생골의 주변에는 소수

의 층판골도 관찰되었다(Fig. 2E, Fig. 2G, Fig. 3Ac). 8주군에서

는 신생골의 두께가 많이 두꺼워 졌고 Bio-Oss입자와 융합된 

신생골 속에서 다수의 골세포들이 관찰되었다. 재부착 시킨 

골편의 바닥과 외측벽을 중심으로 다수의 골수조직과 층판골

이 관찰되었다. 신생골과 Bio-Oss 입자의 밀도는 4주군에 비하

여 큰 변화를 관찰할 수 없었다(Fig. 2I, Fig. 2K, Fig. 3Ae).

β-TCP군

2주군에서는 이식한 β-TCP 입자 내부와 주위로 골형성이 

관찰되었고 신생골 주위에 다수의 골모세포와 혈관을 포함한 

결합조직이 관찰되었다. 재부착 시킨 골편의 바닥에서는 신생

골 형성이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었고 여기에는 다수의 골모세

포와 소수의 파골세포가 관찰되었다. 신생골은 거상한 상악동 

점막아래와 상악동 외측벽 주위를 중심으로 β-TCP 입자 주위

에서 활발하게 형성되고 있었다(Fig. 2B, Fig. 2D, Fig. 3Ab). 

4주군에서는 이식한 β-TCP 입자 내부와 주위로 골형성이 증

가되어 있었고, 신생골과 β-TCP 입자 주위에는 풍부한 결합조

직과 혈관들이 관찰되었다. 재부착 시킨 골편의 바닥에서는 

신생골 형성이 활발하게 진행되어 일부는 층판골의 형태를 

보였으며, 신생골의 주위에는 혈관을 포함한 다수의 결합조직

이 관찰되었다. 골형성은 상악동 점막아래와 상악동 외측벽 

주위의 β-TCP 입자에서 현저히 증가되어 있었다(Fig. 2F, Fig. 

2H, Fig. 3Ad). 8주군에서는 신생골의 두께와 밀도가 현저히 

증가되어 있었으며 신생골의 주위에는 골수조직을 포함한 결

합조직이 다수 관찰되었다. 재부착 시킨 골편의 바닥에서는 

다량의 층판골과 골수조직을 포함한 결합조직이 다수 관찰되

었다. β-TCP 입자의 크기와 빈도는 현저히 감소되어 있었고, 

β-TCP 입자의 주위에는 다수의 신생골이 형성되어 있었다

(Fig. 2J, Fig. 2L, Fig. 3Af).

조직계측학  결과

Bio-Oss군

거상한 상악동의 전체면적에서 신생골 면적에 대한 신생골 

형성의 비율은 2, 4, 8주군에서 각각 10.34±1.23, 12.93±1.91, 

13.09±2.28%로 나타나 2주군과 4주군은 신생골 형성이 유의하

게 증가하였지만 4주군과 8주군은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

다(Fig. 3B). 4주군부터 신생골의 일부에서 숙주골과 유사한 

소견을 보이는 층판골이 관찰되었는데, 층판골 면적의 비율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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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 A. Photomicrograph showing the bone formation of the Bio-Oss group at 2 weeks (a), 4 weeks (c) and 8 weeks (e), and 

the β-TCP group at 2 weeks (b), 4 weeks (d) and 8 weeks (f). Newly formed bone was revealed partially on the surface 

of the Bio-Oss particles, and lining osteoblasts (arrows) were observed on the surface of newly formed bone (a). Newly 

formed bone was revealed partially on the surface and inside of the β-TCP particles, and many osteoblasts (arrows) were 

observed around the newly formed bone (b). New bone formation increased along the Bio-Oss particles on the floor of 

replaced bony window and around the lateral wall of the maxillary sinus (c). Newly formed bone around the β-TCP particles 

increased, and some lamellar bone was revealed inside the newly formed woven bone (d). New bone along the Bio-Oss 

particles was thicker, and some mature lamellar bone was revealed and the bone marrow tissues were observed (e). Most 

of newly formed bone was replaced by mature lamellar bone, and abundant bone marrow tissues were observed around 

the newly formed bone (f). B. Histomorphometric measurement of the area of newly formed bone to the area of the augmented 

sinus. (*p<0.05). C. Histomorphometric measurement of the area of mature lamellar bone to the area of newly formed woven 

bone at 4 and 8 weeks. BP, Bio-Oss particles; TP, β-TCP particles; N, newly formed bone; LB, lamella bone; BM, bone 

marrow; Masson’s trichrome stain; Scale bar = 200 μm.

4주군에서 1.04±0.18%였고 8주군에서 3.26±0.42%로 유의한 

증가를 보였다(Fig. 3C). 신생골과 층판골 면적의 비율을 합한 

전체골 형성의 비율은 2, 4, 8주군에서 각각 10.34±1.23, 13.97± 

2.08, 16.35±2.54%로 나타나 신생골 형성 비율과 동일하게 2주

군과 4주군에서만 전체골의 유의한 증가가 관찰되었다(Fig. 

4A). 거상한 상악동의 면적에 대한 이식한 Bio-Oss 입자 면적

의 비율은 2, 4, 8주군에서 각각 37.32±4.29, 33.39±2.59, 34.31± 

2.49%로 나타나 각군들에 대한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Fig. 4B). 4주군부터 숙주골의 주변에서 나타난 골수조직의 

비율은 4주군과 8주군에서 각각 4.62±1.90과 13.95±1.97%로 

유의한 증가를 보였다(Fig. 4C). 혈관을 포함한 결합조직의 비

율은 각각 52.34±4.02, 48.02±2.84, 35.39±4.23%로 나타났고 8

주군에서 유의하게 감소되었다(Fig. 4D).

β-TCP군

거상한 상악동의 전체면적에서 신생골 형성의 비율은 2, 4, 

8주군에서 각각 9.55±0.73, 14.43±2.83, 18.46±2.19%로 나타나 

2주군에서 8주군까지 신생골의 면적이 유의하게 증가되었다

(Fig. 3B). 층판골 면적의 비율은 4주군과 8주군에서 각각 

1.08±0.26과 3.37±0.41%로 유의한 증가가 관찰되었다(Fig. 3C). 

신생골과 층판골을 포함하는 전체골 형성의 비율은 2, 4, 8주

군에서 각각 9.55±0.73, 15.51±3.08, 21.83±2.24%로 나타나 시

간의 증가에 따라 전체골 형성 비율이 유의하게 증가함을 보

였다(Fig. 4A). 거상한 상악동의 면적에 대한 이식한 β-TCP 

입자 면적의 비율은 2, 4, 8주군에서 각각 37.61±3.38, 28.70± 

2.76, 21.31±2.81%로 2주군에서 8주군까지 유의하게 감소되는 

양상을 보였다(Fig. 4B). 4주군과 8주군의 골수조직의 비율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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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4. A. Histomorphometric measurement of the area of total bone to the area of the augmented sinus. The total bone is the 

sum of the newly formed bone and the lamellar bone. B. Histomorphometric measurement of the area of Bio-Oss particle 

or β-TCP particle to the area of the augmented sinus. C. Histomorphometric measurement of the area of bone marrow 

to the area of the augmented sinus at 4 and 8 weeks. D. Histomorphometric measurement of the area of connective tissue 

to the area of the augmented sinus. (*p<0.05).

각각 5.26±1.28과 18.06±2.42%로 유의한 증가를 보였다(Fig. 

4C). 거상한 상악동의 전체면적에서 결합조직 면적의 비율은 

각각 52.84±3.56, 50.53±3.49, 38.80±3.31%로 나타났고 8주군에

서 유의하게 감소되었다(Fig. 4D).

Bio-Oss 입자를 이식한 군과 β-TCP 입자를 이식한 군의 

조직계측학적 결과를 비교하였을 때, 신생골 형성은 8주군에

서 Bio-Oss 군에 비하여 β-TCP 군에서 유의하게 증가되었고

(Fig. 3B), 층판골 형성의 비율은 두 군 사이에 유의한 변화가 

없었다(Fig. 3C). 신생골과 층판골을 합한 전체골의 형성 비율 

또한 8주군에서 Bio-Oss 군에 비하여 β-TCP 군에서 유의한 

증가가 관찰되었다(Fig. 4A). 이식제의 비율은 4주군과 8주군

에서 Bio-Oss 군에 비하여 β-TCP 군에서 유의하게 감소되는 

양상을 보였다(Fig. 4B). 골수조직의 비율은 8주군에서 β-TCP 

군이 Bio-Oss 군에 비하여 유의하게 증가되었으며(Fig. 4C), 

결합조직의 비율은 2주군에서 8주군까지 모두 두 군 사이에 

유의한 변화가 관찰되지 않았다(Fig. 4D).

골세포의 분포와 비율

Bio-Oss군과 β-TCP군의 각 군들에 대하여 TRAP 염색을 

실시한 결과 암갈색으로 염색된 TRAP 양성의 파골세포를 뚜

렷이 관찰하고 계측할 수 있었다(Fig. 5A). Bio-Oss 입자를 이

식한 2주군에서 파골세포는 거상한 점막 주위의 신생골 형성 

부위와 이식한 Bio-Oss 입자 주위에서 다수 관찰되었다(Fig. 

5Aa). 4주군에서는 거상한 상악동 점막 주위와 Bio-Oss 입자 

주위 및 신생골 형성 표면에서 비슷한 빈도로 다수 관찰되었

다(Fig. 5Ac). 8주군에서는 파골세포의 빈도가 많이 감소되어 

있었으며 주로 Bio-Oss 입자와 신생골 주위에서 소수 관찰되

었다(Fig. 5Ae). β-TCP 입자를 이식한 2주군에서 파골세포는 

재부착 시킨 골편의 바닥, 거상한 상악동 점막 주위 및 상악동 

외측벽과 이식한 β-TCP 입자의 내부와 주위의 신생골 형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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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5. A. Photomicrograph shows tartrate-resistant acid phosphatase (TRAP)-stained osteoclasts (arrows) in the Bio-Oss group at 

2 weeks (a), 4 weeks (c) and 8 weeks (e), and in the β-TCP group at 2 weeks (b), 4 weeks (d) and 8 weeks (f). B. 

Histomorphometric measurement of the number of TRAP-stained osteoclasts by l mm
2 of the augmented sinus. (*p<0.05). 

BP, Bio-Oss particles; TP, β-TCP particles; N, newly formed bone; BM, bone marrow; Scale bar = 200 μm.

부위에서 다수 관찰되었다(Fig. 5Ab). 4주군에서는 발달하는 

신생골 주위와 β-TCP 입자의 내부와 주위에서 다수 관찰되었

고 그 빈도는 증가되어 있었다(Fig. 5Ad). 8주군에서는 형성된 

신생골 주위와 골수조직에서 다수 관찰되었고 이식한 β-TCP 

입자의 내부와 주위에서도 소수 관찰되었다(Fig. 5Af).

Bio-Oss 입자를 이식한 군과 β-TCP 입자를 이식한 군의 

신생골과 이식재 주위에 존재하는 파골세포의 수는 1 mm2의 

면적당 Bio-Oss군은 2, 4, 8주군에서 각각 19.70±3.45, 21.20± 

3.55, 9.43±2.29개 였고, β-TCP군은 2, 4, 8주군에서 각각 20.80 

±3.76, 28.25±4.39, 18.70±4.03개로 계측되었다. Bio-Oss군은 파

골세포의 수가 8주군에서 유의하게 감소되었고, β-TCP군은 

2주군에 비하여 4주군에서 유의하게 증가되었다가 8주군에서 

유의하게 감소되는 양상을 보였다. Bio-Oss군과 β-TCP군을 

비교하였을 때, 4주군과 8주군에서 β-TCP군의 파골세포의 수

가 유의하게 증가되었다(Fig. 5B).

면역조직화학 염색 결과

PCNA 발  비교

Bio-Oss군

2주군에서 PCNA 양성반응은 이식한 Bio-Oss 입자 주위와 

형성되고 있는 신생골 표면을 둘러싼 골모세포에서 PCNA에 

대한 강한 양성반응을 관찰할 수 있었다(Fig. 6Aa). 4주군에서

는 Bio-Oss 입자 주위에 형성된 신생골의 표면에서 PCNA 양

성세포들이 다수 관찰되었고 그 빈도는 2주군과 비슷하였다

(Fig. 6Ac). 8주군에서는 더 낮은 빈도의 PCNA 양성반응 세포

들이 신생골과 Bio-Oss 입자 주위에서 광범위하게 관찰되었다

(Fig. 6Ae).

β-TCP군

2주군에서 PCNA 양성세포들은 β-TCP 입자 주위에 형성

된 신생골 표면의 골모세포에서 다수 관찰되었다(Fig. 6Ab). 

4주군에서는 좀 더 발달된 신생골의 표면에서 강한 PCNA 양

성반응을 관찰할 수 있었다(Fig. 6Ad). 8주군에서는 신생골 주

위의 골모세포에서 양성반응이 관찰되었고 주변의 결합조직

에서 소수의 양성반응 세포들을 관찰할 수 있었다(Fig. 6Af).

Bio-Oss 입자를 이식한 군과 β-TCP 입자를 이식한 군에서 

PCNA 양성세포에 대한 면역반응성의 빈도를 반정량적 채점 

시스템으로 계산하였다. Bio-Oss군은 2, 4, 8주군에서 각각 

3.88±0.77, 3.40±0.74, 2.58±0.98 이였으며, β-TCP군은 2, 4, 8주

군에서 각각 3.53±0.72, 3.40±0.67, 2.85±0.86이였다. Bio-Oss군

과 β-TCP군 모두 4주군에 비하여 8주군에서 감소하는 경향을 

보였으나 통계학적으로 유의성은 없었다. 각 주에서 Bio-O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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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6. A. Immunohistochemical staining for PCNA shows the Bio-Oss group at 2 weeks (a), 4 weeks (c) and 8 weeks (e), and 

the β-TCP group at 2 weeks (b), 4 weeks (d) and 8 weeks (f). Arrows indicate immunohistochemical positive cells for PCNA. 

B. Semiquantitative score of histological findings for immunoreactivity of PCNA immunostain. PCNA, proliferating cell nu-

clear antigen; BP, Bio-Oss particles; TP, β-TCP particles; N, newly formed bone; Scale bar = 100 μm.

군과 β-TCP군 사이의 통계학적 유의성도 없었다(Fig. 6B).

Type I collagen 발  비교

Bio-Oss군

2주군에서 type I collagen의 발현은 Bio-Oss 입자 주위에서 

신생골을 형성하고 있는 골모세포에서 강한 양성반응을 보였

으며, 결합조직 속의 섬유아세포와 기질에서는 약한 양성반응

이 관찰되었다(Fig. 7Aa). 4주군에서는 Bio-Oss 입자 주변에 

형성된 신생골의 표면과 골모세포에서 중정도의 양성반응을 

보였으며, 신생골 사이의 결합조직에서도 중정도의 양성반응

이 관찰되었다. 신생골의 골기질과 골세포에서도 중정도의 양

성반응이 관찰되었다(Fig. 7Ac). 8주군에서는 신생골 주변의 

골모세포, 골기질 및 골세포에서 강한 양성반응이 관찰되었

다. 섬유아세포를 포함하는 주변의 결합조직과 기질에서도 강

한 양성반응이 관찰되었다(Fig. 7Ae).

β-TCP군

2주군에서 type I collagen의 발현은 신생골을 형성하고 있

는 골모세포와 β-TCP 입자 내부의 일부분에서 강한 양성반응

을 보였으며, 결합조직 속의 섬유아세포와 기질에서는 중정도

의 양성반응이 관찰되었다(Fig. 7Ab). 4주군에서는 β-TCP 입

자 주변에 형성된 신생골 표면의 골모세포와 주변 결합조직에

서 강한 양성반응을 보였으며, β-TCP 입자 내부, 신생골의 골

기질 및 골세포에서 중정도의 양성반응이 관찰되었다(Fig. 

7Ad). 8주군에서는 type I collagen의 발현이 전반적으로 감소

되어 있었다. 신생골 주변의 골모세포, 골기질, 골세포 및 섬유

아세포를 포함하는 주변의 결합조직과 기질에서 중정도의 양

성반응이 관찰되었다(Fig. 7Af).

Bio-Oss 입자를 이식한 군과 β-TCP 입자를 이식한 군에서 

발현된 type I collagen의 면역반응성 빈도를 반정량적 채점 

시스템으로 계산한 결과, Bio-Oss군은 2, 4, 8주군에서 각각 

1.58±0.64, 3.00±0.75, 3.75±0.44 였으며, β-TCP군은 2, 4, 8주군

에서 각각 2.35±0.62, 3.35±0.70, 3.03±0.42였다. Bio-Oss군은 2

주군에서 8주군까지 증가하였으며 그 차이는 통계학적으로 

유의하였다. β-TCP군은 2주군에서 4주군까지 유의하게 증가

하였으나 8주군과는 통계학적 유의성이 관찰되지 않았다. 

Bio-Oss군과 β-TCP군을 비교하였을 때, 2주군에서는 β-TCP

군의 면역반응성이 유의하게 높았으나, 8주군에서는 Bio-Oss

군의 면역반응성이 유의하게 높았다. 4주군에서는 Bio-Oss군

과 β-TCP군 사이의 통계학적 유의성이 없었다(Fig. 7B). 

Osteocalcin 발  비교

Bio-Oss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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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7. A. Immunohistochemical staining for type I collagen shows the Bio-Oss group at 2 weeks (a), 4 weeks (c) and 8 weeks 

(e), and the β-TCP group at 2 weeks (b), 4 weeks (d) and 8 weeks (f). B. Semiquantitative score of histological findings 

for immunoreactivity of type I collagen immunostain. (*p<0.05). BP, Bio-Oss particles; TP, β-TCP particles; N, newly formed 

bone; Scale bar = 200 μm.

2주군에서 osteocalcin의 발현은 Bio-Oss 입자 주위의 신생

골과 주변 결합조직에서 약한 양성반응이 관찰되었다(Fig. 

8Aa). 4주군에서는 Bio-Oss 입자 주변에 형성된 신생골의 표

면, 골모세포 및 Bio-Oss 입자 사이의 결합조직에서 중정도의 

양성반응이 관찰되었다. 일부 골세포에서는 약한 양성반응이 

관찰되었다(Fig. 8Ac). 8주군에서는 신생골과 Bio-Oss 입자 주

위의 섬유아세포를 포함하는 결합조직과 기질에서 강한 양성

반응이 관찰되었다. 신생골의 골기질과 골세포에서는 약한 양

성반응이 관찰되었다(Fig. 8Ae).

β-TCP군

2주군에서 osteocalcin의 발현은 신생골 표면의 골모세포와 

β-TCP 입자 내부의 신생골 및 결합조직에서 약한 양성반응이 

관찰되었다(Fig. 8Ab). 4주군에서는 β-TCP 입자 내부와 주변

에 형성된 신생골 표면의 골모세포와 주변 결합조직, 일부의 

골세포에서 중정도의 양성반응이 관찰되었다(Fig. 8Ad). 8주

군에서는 신생골과 β-TCP 입자 주위의 섬유아세포를 포함하

는 결합조직과 기질에서 강한 양성반응이 관찰되었다. 일부 

골세포에서는 약한 양성반응이 관찰되었다(Fig. 8Af).

Bio-Oss 입자를 이식한 군과 β-TCP 입자를 이식한 군에서 

발현된 osteocalcin의 면역반응성 빈도를 반정량적 채점 시스

템으로 계산한 결과, Bio-Oss군은 2, 4, 8주군에서 각각 1.28± 

0.45, 2.60±0.55, 3.58±0.64였으며, β-TCP군은 2, 4, 8주군에서 

각각 1.20±0.41, 2.38±0.49, 3.48±0.60이였다. Bio-Oss군과 β- 

TCP군 모두 2주에서 8주까지 면역반응성이 통계학적으로 유

의하게 증가되었다. Bio-Oss군과 β-TCP군을 비교하였을 때, 

각 주에서 osteocalcin의 면역반응성은 Bio-Oss군과 β-TCP군 

사이에서 통계학적 유의성이 관찰되지 않았다(Fig. 8B).

고   찰

상악동 골이식술에서 자가골 또는 다른 골 대체 물질을 이

식하였을 때 신생골의 형성은 골형성(osteogenesis), 골유도

(osteoinduction) 및 골전도(osteoconduction)의 과정에 의해 

일어나게 된다. 골형성은 이식재 내에 직접 제공된 골형성세

포와 골기질에 의해 일어나는 과정이고, 골유도는 이식재가 

숙주의 미분화간엽세포에 대하여 화학주성 작용을 한 후 이들 

미분화간엽세포가 골모세포를 분화하도록 유도하는 과정이

며, 골전도는 이식재가 비계 역할을 하여 숙주골의 골 표면에

서 인접한 이식재로 골형성세포를 파생시키는 과정이다[30]. 

이상적인 골 대체 물질은 숙주에 대해 면역반응을 일으키지 

않으며 생체친화적 이어야 한다. 그리고 시간이 경과하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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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8. A. Immunohistochemical staining for osteocalcin shows the Bio-Oss group at 2 weeks (a), 4 weeks (c) and 8 weeks (e), 

and the β-TCP group at 2 weeks (b), 4 weeks (d) and 8 weeks (f). B. Semiquantitative score of histological findings for 

immunoreactivity of osteocalcin immunostain. BP, Bio-Oss particles; TP, β-TCP particles; N, newly formed bone; Scale bar 

= 200 μm.

골 이식재는 흡수되고 신생골로 대치되어야 하며, 이식재는 

신생골 형성을 위한 골유도성 또는 골전도성을 가져야 한다

[10]. 이러한 신생골 형성에 원리는 이미 설명되었지만 어떤 

골 대체 물질이 임상적으로 골 재건에 가장 적합하고 세포수

준에서 어떻게 작용하는지는 아직 명확하지 않다.

본 연구에서는 임상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고 있는 이종골인 

Bio-Oss와 합성골인 β-TCP를 토끼의 상악동에 이식하여 골 

재생 과정을 세포수준에서 관찰하였고 조직계측학적 방법으

로 비교하였다. Bio-Oss군과 β-TCP군 모두 염증반응 없이 상

악동에 잘 이식되어 숙주와의 면역반응은 일어나지 않았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두 군 모두 재부착 시킨 골편의 바닥, 외측벽 및 상악동 점막

아래를 중심으로 초기 신생골 형성이 시작되어 중앙으로 퍼져 

나갔고, 각 이식재의 표면과 내부에서 다수의 골모세포와 함

께 신생골이 형성되었으며, 시간의 경과에 따라 신생골의 두

께가 증가되고 층판골과 골수조직이 형성되어짐을 관찰할 수 

있었다. 이러한 결과는 Bio-Oss와 β-TCP 모두 골유도성과 골

전도성을 가지는 효과적인 이식재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Bio- 

Oss군과 β-TCP군을 조직계측학적 방법으로 직접 비교한 결

과 신생골과 층판골이 현저한 8주군의 전체골 형성비율은 Bio- 

Oss군에서 16.35±2.54%인 반면 β-TCP군에서는 21.83±2.24%

로 나타나 β-TCP군의 골형성이 유의하게 증가되었음을 관찰

할 수 있었다. 8주군에서 골수조직의 비율 또한 β-TCP군이 

Bio-Oss군에 비하여 유의하게 증가되어 있었다. 이러한 결과

들은 β-TCP에 의한 골재생이 Bio-Oss 보다 빠르고 효과적임

을 추측할 수 있게 해준다. 또한 시간의 경과에 따른 거상한 

이식재의 면적은 β-TCP군에서는 8주군에 21.31±2.81%로 2주

군에 비하여 유의하게 감소된 반면, Bio-Oss군은 8주군에서 

34.31±2.49%로 나타나 2주군과의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

다. Ozyuvaci 등[19]은 환자를 대상으로 Bio-Oss 또는 β-TCP

를 이용하여 상악동 골이식을 시행한 후 6-8개월째 조직검사

를 시행하였고 그 결과 Bio-Oss를 사용한 군의 신생골주는 

45-50%, 잔존 이식재는 25-30%였고, β-TCP를 이식한 군의 신

생골주는 50-55%, 잔존 이식재는 15-20%였다고 보고하였다. 

Schlegel 등[26]은 개를 이용한 동물실험에서 Bio-Oss와 하악

골에서 채취한 자가골칩을 이용하여 상악동 골이식을 시행한 

결과 이식재의 체적 감소율은 90일 후 Bio-Oss 14.6%, 자가골 

3.8%, 180일 후에는 Bio-Oss 16.5%, 자가골 39.8% 였음을 보고

하였다. Yildirim 등[37]은 Bio-Oss를 사용하여 11명 환자의 

상악동 골이식술을 시행하고 6개월 후 시편을 채취하여 신생

골 14.7%, 잔존 이종골이식재 29.7%, 연조직 56.0%를 보고하

였다. Jensen 등[9]은 돼지의 하악골에 자가골, 이종골 및 β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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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CP를 이식한 연구를 하였는데 신생골 형성은 2주군에서 각

각 17.7%, 5.6%, 6.6%로 자가골이 우세하였으나 8주군에서는 

각각 54.5% 41.6%, 57.4%로 자가골과 β-TCP간에 유의성이 없

었고 이종골은 두 군에 비하여 유의성 있게 감소되었음을 보

고하였다. 또한 이식제의 흡수율은 자가골과 β-TCP는 크게 

감소하였지만 이종골은 8주군까지 유의한 감소가 없었다고 

하였다. Lu 등[13]은 β-TCP 이식 시에 초기에는 물리적, 화학

적인 용해과정이 주로 발생하여 생체분해가 이루어지다가, 점

차적으로 파골세포의 분해과정에 의해서 흡수를 보이면서 골

개조 현상이 일어난다고 보고하였다. Szabo 등[28]은 환자를 

대상으로 β-TCP를 이식하고 6개월 후 관찰하였을 때 일부 β

-TCP의 과립이 새롭게 형성된 골에 매입되어 잔존하고 있었

고, 골 유형은 대부분 층판구조 였으며, β-TCP는 12-18개월 

후 생체에서 완전히 흡수되고 기능적 및 해부학적 측면에서 

원래 골과 매우 유사한 골로 대체된다고 보고하였다. 이상의 

많은 이전 보고들은 β-TCP의 신생골 형성율과 이식재의 흡수

율이 Bio-Oss 보다 우수한 본 연구의 결과를 뒷받침 해준다. 

골의 재형성은 골모세포에 의한 골 기질의 형성과 파골세포

에 의한 골 흡수 과정이 동시에 일어나는 복잡한 과정이다[14]. 

TRAP 효소는 파골세포의 골 흡수 과정에서 활성화 되어 분비

되기 때문에 파골세포를 구분할 수 있는 조직화학적 표지자로 

이용되고 있다[2, 16]. 본 연구에서는 골 재생에 대한 파골세포

의 활성을 평가하기 위하여 TRAP 염색으로 표지 된 파골세포

의 수를 계산하였다. TRAP 양성 세포들은 Bio-Oss군과 β-TCP

군 모두 신생골 표면과 각 이식재의 표면 및 내부에서 다수 

관찰되어 활발한 신생골 형성이 진행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특히 파골세포의 수는 β-TCP를 이식한 4주군에서 가

장 많았으며, Bio-Oss를 이식한 8주군에서 가장 적었다. 또한 

4주군과 8주군의 토끼에서 β-TCP군이 Bio-Oss군 보다 파골세

포의 수가 유의적으로 증가되어 있음을 관찰할 수 있었다. 이

러한 결과는 β-TCP가 Bio-Oss보다 골 재생 과정의 활성화에 

유리한 이식재임을 보여주는 것이며, 시간에 따른 β-TCP 입자

의 감소와 관련되어 있을 것으로 추측된다. PCNA는 분자량이 

약 34 kD인 핵단백질로서 세포분열의 제1 간기에서 발현되기 

시작하여 복제기에 그 발현 정도가 최고조에 이르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특히 DNA polymerase와 결합체를 이루어 DNA

복제에 관여함이 확인 됨에 따라 활발하게 분열중인 세포를 

확인하는데 있어 좋은 표지자로 이용되고 있다[5, 22]. 본 연구

에서 PCNA는 Bio-Oss군과 β-TCP군 모두 신생골 주위의 골모

세포에서 강하게 발현되었고, 2주군에서 8주군까지 통계학적 

유의성 없이 강한 발현이 유지되었다. PCNA에 대한 골모세포

의 양성 반응성은 Bio-Oss와 β-TCP가 신생골 형성과 골의 재

생을 위하여 효과적인 이식재로 작용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Type I collagen은 골을 형성하는 중요한 교원성 단백질로서 

골조직 외에도 피부와 건 등에 광범위하게 함유되어 있다. 골

형성 과정에서 type I collagen은 골모세포에 의해 생성되어 

주위의 무기질과 함께 골조직을 형성하게 되는데 특히 막성 

골화에서 주된 발현을 보이며, 골모세포의 초기 분화시에도 

다량 분비됨이 보고되었다[31, 36]. 본 연구에서 type I colla-

gen의 면역반응성은 Bio-Oss군과 β-TCP군 모두 초기 신생골 

형성 표면의 골모세포에서 발현되기 시작하여 주변의 결합조

직으로 확장되어짐을 관찰할 수 있었다. 특히 type I collagen

의 발현 강도는 Bio-Oss군에서는 8주군에서 가장 높게 나타난 

반면 β-TCP군에서는 4주군에서 가장 높았고 8주군에서는 감

소되는 양상을 보였다. 이러한 결과는 β-TCP가 Bio-Oss보다 

골 재생의 초기 과정에 더 빨리 작용하였음을 추측할 수 있다. 

Osteocalcin은 골조직의 비교원성 기질 단백질 중 가장 풍부히 

존재하며, 성숙된 골모세포에 의해 생산되어 신생골의 무기질

화를 조절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또한 골화 과정에 있어서 

신생골 형성부위로 파골세포의 참여를 돕거나 수산화인회석 

결정의 성장을 방해하여 골의 석회화를 조절하는 기능이 보고

되어 골형성의 활성화를 구분할 수 있는 표지자로 사용될 수 

있다[4, 25]. 본 연구에서 osteocalcin은 Bio-Oss군과 β-TCP군 

모두 신생골 표면의 골모세포와 주위 결합조직에서 양성반응

을 보였으며, 특히 8주군에서는 강한 발현이 관찰되었다. 이러

한 결과는 Bio-Oss와 β-TCP가 골의 재생과정을 활성화 시킬 

수 있는 유용한 이식재 임을 추측하게 해준다. 

본 연구에서는 거상한 토끼 상악동에 Bio-Oss와 β-TCP를 

이식한 후 골 재생과정에 대한 Bio-Oss 또는 β-TCP의 효과를 

조직학적, 조직계측학적 및 면역조직화학 방법을 이용하여 비

교 조사하고 하였다. 이상의 결과들을 종합하면 Bio-Oss와 β- 

TCP는 모두 임상에서 사용하고 있는 검증된 이식재 이지만, 

토끼의 상악동 거상술에서는 β-TCP가 좀 더 우수한 골 재생 

결과를 보였다. 하지만 이식 후 8주까지의 짧은 기간 동안 수

행된 결과이기 때문에 완전한 골 재생이 완료되는 이후 기간

의 추가적인 연구가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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록：Bio-Oss와 β-TCP를 이용한 토끼 상악동 거상술 후의 조직학  비교 연구

문용석*

(대구가톨릭대학교 의과대학 해부학교실)

본 연구는 토끼의 상악동에 Bio-Oss와 β-TCP를 이식한 후 골 재생 과정을 조직학적으로 비교하기 위하여 수행

되었다. 12마리의 수컷 토끼를 4마리씩 3군으로 구분하였다. 토끼의 양쪽 상악동 점막을 거상한 후 한쪽은 

Bio-Oss를 이식하였고, 다른 쪽은 β-TCP를 이식한 후 본래의 골편으로 창을 봉합하였다. 2주, 4주 및 8주 후에 

토끼를 희생시키고 조직절편을 만든 후 Bio-Oss군과 β-TCP군의 골 재생 양상을 비교하였다. 조직계측학적 분석

을 위하여 각각의 조직절편에 hematoxylin-eosin, Masson trichrome 및 tartrate-resistant acid phosphatase 염색을 

하였고, proliferating cell nuclear antigen (PCNA), type I collagen 및 osteocalcin의 발현 양상을 비교하기 위하여 

면역조직화학 염색을 하였다. 광학현미경 시야에서 계측프로그램을 이용하여 계측하고 분석하여 다음과 같은 결

과를 얻었다. Bio-Oss군과 β-TCP군 모두 2주군에서 초기 골 형성이 시작되었고, 4주군에서는 각 이식재 입자의 

표면에 형성된 다량의 신생골이 관찰되었으며, 8주군에서는 신생골의 골량이 더 증가되어 있었고 층판골과 골수

조직도 관찰되었다. 신생골의 양은 4주군까지 두 군이 비슷하였으나, 8주군에서는 β-TCP군에서 유의한 증가가 

계측되었다. 이식재의 양은 4주군부터 8주군까지 β-TCP군에서 유의하게 감소되었으며, 파골세포의 수는 4주군에

서 8주군까지 β-TCP군에서 유의하게 증가되어 있었다. PCNA에 대한 면역반응성은 8주군에서 감소되었지만 두 

군간의 유의한 변화는 없었다. Type I collagen의 발현은, 2주군에서는 β-TCP군에서 유의하게 증가되었지만, 8주

군에서는 Bio-Oss군에서 유의한 증가가 관찰되었다. Osteocalcin에 대한 면역반응성은 8주까지 증가되었으며 두 

군간의 유의한 차이는 없었다. 이러한 조직학적 결과들은 임플란트를 위한 이식재의 선택에 도움을 줄 수 있다. 

이상의 결과들을 종합하면 Bio-Oss와 β-TCP는 모두 검증된 이식재 이지만, 토끼의 상악동 거상술에서는 β-TCP가 

좀 더 우수한 골 재생 결과를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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