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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Natural and synthetic forms of calcium phosphate cement (CPC) have been widely used in bone repair

and augmentation. The major challenge of injectable CPC is to deliver the cells without cell death in order to regen-

erate new bone. The study objective was to investigate for the potential of stem cell-laden gelatin fibers containing

injectable, nanocrystalline CPC to function as a delivery system. Gelatin noddle fiber method was developed to deliv-

ered cells into nCPC. Experimental groups were prepared by mixing cells with nCPC, mixing cell-laden gelatin fibers

with nCPC and mixing cell-laden gelatin fibers containing BMP-2 with nCPC. Media diffusion test was conducted

after dissolving the gelatin fibers. SEM examined the generated channels and delivered cell morphology. Fibers

mixed with nCPC showed physical setting and hardening within 20 min after injection and showed good shape main-

tenances. The gelatin fibers mixed nCPC group had several vacant channels generated from the dissolved gelatin.

Particularly, proliferation and attachment of the cells were observed inside of the channels. While live cells were not

observed in the cell mixed nCPC group, cells delivered with the gelatin fibers into the nCPC showed good viability

and increased DNA content with culture. Cell-laden gelatin fiber was a novel method for cell delivery into nCPC with-

out cell damages. Results also indicated the osteogenic differentiation of gelatin fiber delivered cells. We suggest that

the cell-laden gelatin fibers mixed with nCPC can be used as an injectable cell delivery vehicle and the addition of

BMP-2 to enhances osteogenesis.

Key words: Nanocrystalline calcium phosphate cement, Gelatin fiber, Cell delivery, Human adipose

derived stem cell, Osteogenesis

I. 서 론

근 골격계의 주요 조직인 골은 칼슘 및 인산염 축적에 의한

높은 기계적 강도를 통해 인체를 지지하고 연골, 근육, 힘줄, 및

인대와 같은 주변의 결합조직과의 상호작용을 통해 움직임을

조절한다. 이외에도 외부로 부터 발생되는 충격에 대한 내부

장기 보호, 인체의 면역 조절 및 조직 재생에 기여하는 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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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세포와 혈액 유래 세포의 보존과 같은 생리적 기능을 수

행한다[1,2].

골 조직은 신체의 나이가 증가함에 따른 무기질의 소실,

사고, 염증성 질환 및 면역성 질환으로 인해 손상되며 이로

인하여 부분 골 결손 치료 혹은 골 이식이 수행되고 있다.

현대 사회의 기대 수명이 증가함에 따라 골 치료에 대한 수

요는 꾸준하게 증가되고 있으며, 이로 인해 골 이식 방법에

대한 기대와 관심 또한 증진되고 있다. 결손 부위에 대한 골

이식을 위해 환자 자신의 골을 채취하여 결손 부위에 이식

하는 자가 골 이식 법이 주로 행해진다. 자가 골 이식은 이종

혹은 동종 조직 이식 시 발생 가능한 면역 거부 반응과 공여

조직에 내재한 질병에 대한 감염 우려가 없는 장점이 존재

하며, 골 조직이 지니는 골 전도성(osteoconduction), 골 형성

능력, 및 골 재생 유도성(osteoinduction)으로 인해 널리 이

용되어왔다. 그러나, 환자에게서 조직을 채취하는 과정에서

발생 가능한 채취 부위의 만성 통증, 혈종, 감염, 제한적 활용

가능성 및 채취된 조직의 질이 일정하지 않다는 부분과 여러

횟수의 외과적 수술이 행해질 수 있는 점으로 인하여 대체

법이 요구되었다[3,4]. 이에 골 조직의 생리적 기능을 수행

할 수 있는 골 전도성 재료와 주위 환경과의 상호작용을 통

해 재생을 촉진시킬 수 있는 줄기세포를 복합적으로 이용한

조직공학적 접근은 큰 주목을 받았으며, 이에 대한 연구 결과

또한 활발하게 보고되었다[5,6].

골 재생 향상 목적으로 이용되는 인산칼슘(calcium phosphate)

은 뛰어난 생체적합성 및 생체 활성으로 골 대체 재료로써

사용된다. 인산칼슘은 유래 여부에 따라 합성 혹은 생체 재

료로 크게 분류되며, 재료 내 포함된 화학적 성분에 의해 수산화

인회석(hydroxyapatite), 베타-제3인산칼슘(beta-tricalcium

phosphate), 제2인산칼슘(biphasic calcium phosphate),

비정형 인산칼슘(amorphous calcium phosphate), 탄산인회석

(carbonate apatite) 및 칼슘 미포함 인회석(calcium deficient

apatite forms)으로 구분된다[7,8]. 이들의 화학적 조성, 기계적

특성(mechanical property), 생체적합성(biocompatibility), 세

포 매개 흡수 과정(cell-mediated mode of resorption) 및 골

전도성에 따른 골 결손 치료용 전달체로써 많은 검증들이

수행되었지만, 많은 문헌 상에서 공통적으로 언급하는 재료가

지니는 낮은 기계적 강도로 인한 한계가 존재한다[9-11]. 이에

많은 연구진은 기계적 강도를 향상시키고자 인산칼슘을 시

멘트(calcium phosphate cement)와 같이 이용하는 연구를 수

행하였으며, 해당 재료는 스스로 경화를 통해 형상을 유지

할 수 있어 골 이식 치료에 적용되었다[12-14]. 인산칼슘 파

우더를 용액과 혼합하여 골 결손 부위에 주입하게 되면 결

손 맞춤형으로 경화되어 넓은 면적의 결손부 및 결손이 일

정치 못한 부분 외에도 깊은 결손 부위에도 이식 가능하다. 이

에 다수의 연구진은 골 결손 이식재로써 다양한 종류의 인

산칼슘 시멘트를 골 결손 모델에 적용하였으며[15-17], 인

산칼슘과 인간 재조합 골 형태 형성 단백질(rh-BMP-2)을

혼합한 조건에서 골 결손 치유를 가속화한다는 연구 결과가

보고된 바 있다[18,19].

이외에도, 높은 골 유도성과 기계적 강도를 지니는 인산

칼슘 시멘트와 세포를 혼합하여 골 조직 재생을 촉진하려는

연구가 수행되었다. 기존 재료가 지니는 낮은 흡수성으로 인한

지지체 내부로의 제한적 세포 침투 및 이로 인해 발생되는

세포 생존 저하를 극복하고자 하였다[20-23]. 이에 본 연구

진은 온도에 따라 형상 변형이 용이한 젤라틴(gelatin)과 인간

지방유래 줄기세포(human adipose-derived stem cell)를

혼합하여 누들 구조의 섬유 겔을 제작한 후, 이를 인산칼슘과

배합하여 골 이식용 세포 전달체(cell delivery vehicle) 개발

연구를 수행하였다. 

II. 연구 방법

1. 인간 지방유래 줄기세포 분리 및 배양

본 연구 수행에 이용된 인간 지방유래 줄기세포(hASC) 및 전

용 배양 배지는 세포바이오 (Seoul, Korea)사로 부터 구매하였

다. 세포 수 측정에 따른 생존율 확인을 위하여 Trypan blue

염색법을 이용하였으며, 현탁 된 hASC는 1.5×105 cells/cm2의

농도로 세포 배양 접시에 접종 후 5% CO2/37 oC 인큐베이터

내에서 배양하였다. 배양 중인 세포는 2일 주기로 새로운 배

양액으로 교체되었으며, 증식된 세포가 면적의 80%를 이룰 때

0.25% Trypsin-EDTA를 처리하여 계대 배양을 수행하였다.

세포 분리 및 배양에 이용된 시약은 Gibco(MA, USA)사로

부터 구입하였다.

2. hASC 탑재 Gelatin fiber 제작

젤라틴(gelatin) 파우더는 Sigma-Aldrich(MO, USA)사를

통해 구매하였으며, 이를 완충액에 혼합하여 최종 농도 2%

Gelatin 용액을 제작한 후, 이를 hASC(P3)와 혼합하였다.

미세 채널 가공 및 세포 전달 목적의 형태 제작을 위해 세포가

포함된 2% 젤라틴 용액을 얼음 상에 두어 젤화 시킨 뒤, 이를

나일론 필터 여과 멤브레인을 통과시켜 누들 구조의 젤라틴

섬유(noodle Gelatin fiber)를 제작하였다.

3. hASC 탑재 Gelatin fiber/nCPC 제작

세포 포함 골 충전재 제작을 위해 5cc의 나노크리스탈린

인산칼슘 시멘트(nanocrystalline calcium phosphate cement;

nCPC, β-bsm)를 ZIMMER BIOMET(MA, USA)사로부

터 친절히 제공 받았으며, 제공된 0.9% NaCl 용액 3 ml에

혼합하여 주입 가능한 골 충전재로 제조하였다. 이에 hASC 탑

재 Gelatin fiber를 0, 10, 25, 50% 포함하도록 배합하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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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며, 혼합 배율에 따라 CPC100, CPC90, CPC75, CPC50

으로 표기하였다. 세포 탑재 Gelatin fiber/nCPC 혼합물을

원형 디스크 형태의 몰드에 0.3cc 씩 주입한 뒤 5% CO2/37 oC

유지 배양기 내에서 30분간 반응시켜 경화 시켰다. 디스크 형태

로 제작된 시편은 6-well 배양 플레이트로 옮겨진 뒤, 골분

화용 배지 상에서 배양하였다. 골분화용 배지 조성은 α-

MEM 배지에 10% FBS, 0.1 mM Nonessential amino acid,

Ascorbic acid-2-phosphate(50μg/ml), 100 nM Dexamethasone,

10 mM β-Glycerophosphate, Penicillin(100 U/ml), Streptomycin

(100 μg/ml), Fungizone(0.25 μg/ml)을 포함하며, 이틀 주

기로 배양 중인 배지의 절반을 교환하며 5% CO2/37 oC 유지

배양기 내에서 배양되었다.

4. 기계적 강도 측정

제작된 CPC100, CPC90, CPC75, CPC50(n = 6)의 기

계적 강도 측정을 위해 만능 시험기(universal testing machine;

UTM)를 이용한 분석을 진행하였다. 기계적 특성 분석 시

요구되는 시편에 대한 직경 및 면적은 각각 측정하였으며,

20 mm/min의 일정 속도로 분석을 진행하였다.

5. 지지체 내 흡수성 분석

제작된 시편 내부의 세포에 원활한 영양분 공급을 가능하게

하며, Gelatin fiber 함유 및 분해를 통해 형성된 미세 채널 확

인을 위한 거동 분석을 시행하였다. 제작된 시편의 흡수성에 따

른 액체 함유 확인을 위해 FITC 형광 시약이 분주된 6-well

plate에 샘플을 두어 흡수시킨 후, 제작된 시편 내부 확인을

위해 공초점 레이저 주사 현미경(LSM 7000, Oberkochen,

ZEISS)을 이용하여 1시간 동안 형광 이미지 관찰 및 촬영을

수행하였다.

6. 주사전자현미경(scanning electron microscope) 분석

제작된 샘플의 구조 관찰을 위해 주사전자현미경(SEM;

Zeiss FESEM Supra55VP, Oberkochen, Germany) 분석

을 시행하였으며, 해당 실험 수행을 위해 모든 샘플은 0.4%

Glutaraldehyde 상에서 24시간 고정한 뒤 순차적 탈수 과

정을 통해 준비되었다. 모든 샘플은 현미경 관찰 전 3분간

Gold/Palladium으로 코팅 되었으며, 표준 시험 과정을 통

해 분석을 수행하였다.

7. 세포 생존/사멸 분석

CPC 내에 포함된 Gelatin fiber 혼합 비율에 따른 세포

독성여부 확인을 위해 Live/Dead 분석을 시행하였다. 앞선

분석을 통해 선택된 CPC100와 CPC75 및 제작된 지지체의

골 분화 향상을 위해 골 형태 형성 단백질-2(BMP-2)가 혼

합된 BMP-CPC75(B-CPC75) 그룹 또한 분석 수행되었다. 제

작된 CPC100, CPC75, BMP-CPC75는 Calcein/Ethidium

homodimer 혼합액에 담겨진 뒤 5% CO2/37 oC 유지 배양기 내

에서 30분간 반응하였다. 염색 이후 PBS 이용 세척 과정을 진

행하였으며, 공초점 레이저 주사 현미경을 이용하여 생존 및

사멸 세포를 관찰하였다.

8. 생화학적 분석

CPC 내에 탑재된 hASC의 생존 및 증식 확인을 위해 배양

중인 CPC75와 B-CPC75를 각각 1, 3, 5, 7일차에 수거하여

Thermo Fisher Science(MA, USA)사로부터 구매한 AlamarBlue

(AlamarBlue Cell Viability Reagent)를 사용하여 분석하

였다. 각 그룹당 희석된 분석 시약을 처리한 후 60분간 반

응시켰으며, 수거된 용액은 96-well micro plate에 분주하여

570 nm 파장에서 형광 검출을 시행하였다. 이후 그룹당 감소된

값을 계산하여 도식화 하였다.

ALP 발현 확인을 위해 1, 2주차에 수거된 시편을 이용

한 p-Nitrophenyl phosphate/p-Nitrophenol 변환 활성

검증을 시행하였다. 해당 분석 실험은 Sigma-Aldrich(MO,

USA) 사에서 제공된 표준 프로토콜에 따라 진행되었으며, 간

단하게 다음과 같다. 제작된 시편 용해 후 1700 g에서 15분간

원심분리 후 상층액을 수거하여 염색 시약과 30분간 반응

시켰으며, 이는 405 nm 파장에서 측정되었다.

배양 기간에 따른 CPC75와 B-CPC75 내의 콜라겐 형성

확인을 위해 1, 2, 4주차에서 수거된 시편을 이용한 정량 분

석을 시행하였다. 배양 중이던 시편은 총 콜라겐 함량 확인을

위해 Pepsin solution(1 mg/ml of Pepsin, pH 3.0) 상에서 48

시간 동안 반응 시켰다. 이후, 1.3% Picric acid에 Sirius red

의 최종 농도가 1 mg/ml이 되도록 포화 시킨 후 염색 과정을 거

쳤다. 용해된 샘플은 96-well micro plate에 분주 되었으며,

37 oC에서 24시간 동안 건조 후 염색 시약을 첨가하여 1시간

동안 교반 되었다. 미반응 물질 제거를 위한 0.01 N HCl

이용 5번의 세척 과정을 시행하였으며, 시편과 결합된 결합

분자 검출을 위해 0.1N NaOH를 첨가하여 용해하였다. 반

응을 마친 샘플은 550 nm 파장에서 측정되었으며, 돼지 유래

콜라겐으로 도출한 표준 곡선 그래프를 이용하여 샘플 내

총 콜라겐 함량 계산을 수행하였다.

9. 실시간 중합효소연쇄반응(Real-time PCR) 분석

제작된 지지체의 골 유도 확인을 위해 CPC75와 B-CPC75

(n = 4)를 이용한 분석을 진행하였으며, 잘게 조각낸 시편에

1 ml의 Trizol을 추가하여 12000 g에서 10분간 원심 분리

하였다. 수거된 상층액에 0.2 ml의 Chloroform을 추가하여 상

온에서 5분간 반응 후 12000 g에서 15분간 원심 분리를 진

행한 뒤 상부 용액을 새로운 튜브로 옮겨주었다. 같은 부피의

70% Ethanol을 처리해준 용액을 Qiagen(Hilden, German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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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의 RNeasy mini spin column에 옮긴 뒤 제조사의 프

로토콜에 따라 이후 과정을 수행하였다. 유전자 증폭 반응

조건은 95 oC에서 10분 진행 후 95 oC에서 15초, 60 oC에서

1분 동안 진행하여 총 50 사이클을 수행하였으며, 상대적

발현 비교를 위해 하우스키핑 유전자인 GAPDH를 이용하여

분석을 진행하였다. 골 분화 관련 인자인 ColIα1, ALP, bone

sialoprotein(BSP), Osteopontin(OP)를 확인하고자 하였

으며, Applied Biosciences(CA, USA)사를 통한 probe 구

입 후 제공된 절차에 따라 분석을 시행하였다.

10. 통계적 분석

생화학적 및 기계적 정량 분석 시 Mann-Whitney U test

(독립 표본 t-test, SPSS) 방법을 이용하여 통계적 유의성을 확

인하였으며, 통계적 유의 수준에 따른 표기는 각각 *P(< 0.05),

**P(< 0.01), ***P(< 0.001)와 같이 표기하였다.

III. 연구 결과

1. 지지체의 기계적 물성 측정

제작된 CPC100, CPC90, CPC75, CPC50의 기계적 특성

분석을 시행하였다. 표 1은 각 그룹당 측정된 압축계수 및

압축 강도 값을 보여준다. CPC100의 압축계수는 112.3 ±

21.5 MPa 이고 압축 강도는 4.5 ± 1.7 MPa이며, CPC90의

압축계수는 61.8 ± 11.3 MPa 이고 압축 강도는 2.8 ± 0.5 MPa,

CPC75의 압축계수는 45.5 ± 7.8 MPa 이고 압축 강도는 2.1 ±

0.4 MPa이며, CPC50의 압축계수는 12.2 ± 7.3 MPa 이고 압

축 강도는 0.3 ± 0.05 MPa로 측정되었다. 압축계수 및 압축 강

도 분석을 위해 CPC50 그룹과의 통계적 유의성을 확인하였다.

그림 1-A의 압축계수 분석 그래프에서, CPC100, CPC90,

CPC75 그룹 모두 CPC50과 통계적 유의성이 확인되었다.

그림 1-B의 압축 강도 분석 그래프에서는 비교 그룹 모두

CPC50와 통계적 차이를 통한 유의미함을 확인하였다. 해당 분

석을 통해 CPC 내의 Gelatin fiber의 포함이 증가할 수록

압축계수 및 압축강도 모두 감소함을 확인하였다.

2. 지지체 내 흡수성 확인

본 실험은 Gelatin fiber 함량에 따른 시편 내부 미세 채

널을 확인하고자 수행하였다. 시편의 gel 함량이 증가할 수

록 흡수된 형광 염료의 양이 증가되고, 이는 그림 2와 같이

관찰되었다. 시편의 바닥 부위에서 500 μm 거리 지점에서의

검출된 형광 강도를 확인하였을 때, 그림 2-A의 control 그

룹에서는 시편 내부에 미세 채널이 존재하지 않기에 0 μm

표 1. 압축 계수 및 강도

Table 1. Compressive modulus and strength

CPC100 CPC90 CPC75 CPC50

Compressive modulus (MPa) 112.3 ± 21.5 61.8 ± 11.3 45.5 ±7.8 12.2 ± 7.3

Compressive strength (MPa) 4.7 ± 1.7 2.8 ± 0.5 2.1 ± 0.4 0.3 ± 0.05

그림 1. 기계적 특성 분석 그래프 (A) 제작된 CPC100, CPC90, CPC75, CPC50에 대한 압축 계수 측정 그래프 (B) 제작된 시편에 대한

압축 강도 측정 그래프. 도출된 실험값은 평균값 ± 표준편차로 표시되었으며 Mann-Whitney U test를 이용함, 통계적 유의 수준은 *P (<

0.05), **P (< 0.01), ***P (< 0.001)와 같이 표시함

Fig. 1. Graph of mechanical properties (A) Compressive modulus of CPC100, CPC90, CPC75, CPC50 (B) Compressive strength

of samples. Measured data were presented mean ± SD and analyzed Mann-Whitney U test, *P (< 0.05), **P (< 0.01), ***P

(< 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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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점 대비 50% 가량 감소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그림 2-

B-D에서 도출된 결과를 보면, gel의 함량이 증가될 수록 더

많은 거리까지 형광 염료가 흡수되어 검출된 것을 알 수 있다.

흡수되어 관찰 가능한 관 형태의 채널 확인을 위해 현미경

촬영을 수행하였다. 그림 2-E에서는 내부 채널이 존재하지

않아 연속된 관 형상을 관찰할 수 없었지만, 그림 2-F에서는

그림 2. 제작된 시편의 흡수성 분석에 대한 그래프 및 사진 (A) CPC100에 대한 외부 유체 흡수 분석 결과 (B) CPC90에 대한 흡수성 분석

결과 (C) CPC75의 유체 흡수 결과 (D) CPC50에 대한 결과 (E) CPC100의 내부 형광 이미지 촬영 사진 (F) CPC75 내부 형성된 채널의

형광 이미지 사진

Fig. 2. Graph and images of absorption test within scaffolds (A) Result of CPC100 absorbing fluid (B) Result of CPC90 (C)

Result of CPC70 (D) Result of CPC50 (E) Fluorescent image within CPC100 (F) Microchannel image in CPC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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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편 내부에 미세 관이 존재하여 확인할 수 있다. 이를 통해 gel

함량 증가에 따른 시편 내부 미세 채널 형성이 증가됨을 판

단할 수 있다.

3. 지지체 내 미세 채널 및 세포 분포 관찰

제작된 샘플 내의 미세 구조 확인 및 세포 부착 여부 확

인을 위하여 SEM 분석을 시행하였다. 그림 3-A의 CPC100

분석 결과에서 지지체 전반적으로 거친 표면을 확인할 수

있었으며 일부 크레이터와 같은 형태가 관찰되었지만 고른

분포를 지니지 않았다. 그림 3-B의 CPC75 결과의 경우,

CPC100과 비교하였을 때 연속적인 채널 형성이 관찰되었다.

그림 3-C, D 이미지 상에는 형성된 채널 내부에 세포가 부

착되어 있는 것을 알 수 있으며, 전체적으로 고르게 세포가

분포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SEM 분석 시행을 통해 CPC

내의 Gelatin fiber 혼합 비율에 따른 내부 연속 채널 형성과

세포 부착 및 분포 확인을 수행하였다.

4. 세포 생존 및 증식 분석 결과

세포 증식 확인을 위해 세포 내부의 핵산 함량 측정 실험을

진행하였다. 그림 4-A의 그래프 상의 1주차에서 배양된 CPC75,

B-CPC75의 결과를 통해 1일차에 비하여 약 2.45배 증가

됨을 확인하였다. CPC75와 B-CPC75 사이의 비교를 수행

한 결과, B-CPC75는 CPC75에 비하여 약 1.6배 더 많은

양의 DNA를 포함하여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결과를 도출하

였다. 해당 결과를 통해 Gelatin fiber가 포함된 그룹 중에

서도 BMP-2가 포함된 경우 더 높은 세포 증식이 이뤄졌음을

알 수 있다. 이외에도 세포 증식 및 생존율 관찰 확인을 위해

Alamar blue assay를 시행하였으며 이는 그림 4-B에 도

식화 하였다. 세포가 포함되지 않은 CPC100에서는 7일간의

배양을 진행하여도 Alamar blue의 검출 값이 감소되지 않

았다. CPC75의 경우 배양 1일차 대비 3, 5, 7일차에 각각 0.11,

0.20, 0.24%, B-CPC75는 0.13, 0.31, 0.33% 감소되었다. 특

히, B-CPC75 그룹의 1~5일차 사이에서 확연한 감소가 확

인됨을 통해 활발한 증식이 이뤄졌음을 알 수 있다. 이후 장

기간 배양에 따른 지지체의 세포 독성 확인을 위해 Live/

Dead 염색을 진행하였고 실험 수행 결과 그림 4-C의 CPC100

그룹에서는 실험 진행 24시간에서 전반적인 세포 사멸이 관

찰되었다. CPC 75와 B-CPC75의 경우는 7일간 배양하여도 세

그림 3. CPC100과 CPC75에 대한 주사전자현미경 이미지 (A) CPC100 내부 표면에 대한 이미지 (B) CPC75 내부 구조에 대한 이미지

(C) CPC75 확대 이미지 (D) CPC75 내부 채널에 부착된 세포 관찰 이미지(Scale bar: 200, 250, 25, and 50 μm)

Fig. 3. SEM images of CPC100 and CPC75 (A) Surface morphology in CPC100 (B) Surface morphology in CPC75 (C)

Magnifying image of CPC75 with red rectangle (D) Cell attached morphology of microchannel in CPC75 with yellow

rectangle (Scale bar: 200, 250, 25, and 50 μ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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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가 정상적으로 생존함을 확인함으로써 CPC의 함량에 따른

세포 독성 발생을 관찰할 수 있었으며, CPC75 그룹에서 지

지체 내 미세 구조를 통한 원활한 영양분 공급 및 부산물

배출이 이뤄졌음을 알 수 있었다.

5. 골 분화 관련 유전자 발현 확인

제작된 CPC75, B-CPC75의 골 분화 확인을 위한 관련

인자의 유전자 발현 검증을 수행하였으며, 이는 그림 5에 나

타내었다. 각 그룹의 지지체를 4주간 배양하였을 때 그림 5-A,

D의 BSP와 OP의 경우 두 그룹 사이에서 통계적 차이점을

확인할 수 없었으며, 그림 5-B, C의 B-CPC75 그룹에서 ColIα1은

CPC75 대비 13%, Runx-2는 19%의 증가를 확인하였다. B-CPC75

그룹에서 증가된 ColIα1과 Runx-2는 골 분화 초기에 발현

되는 인자로 잘 알려져 있으며, BMP-2의 포함으로 골 분화 및

성숙을 가속화하였다.

6. 골 분화 관련 단백질 발현 확인

배양 기간에 따른 골 분화도 확인을 위하여 그림 6과 같이

ALP 활성 및 합성된 콜라겐의 총 함량 측정 분석을 시행

하였다. 그림 6-A의 ALP는 골 분화 초기 단계에 활발하게

그림 4. 제작된 시편의 세포 생존, 증식, 및 독성 분석 결과 그래프 및 이미지 (A) CPC75, B-CPC75 배양 1일 및 1주차의 DNA 함량 분석

그래프, ***P (< 0.001) (B) CPC100, CPC75, B-CPC75 배양 1, 3, 5, 7일차 별 alamar blue 감소율 분석 그래프 (C) CPC100, CPC75,

B-CPC75의 24시간 및 7일차 Live/Dead 염색 결과 이미지(Scale bar: 100 μm)

Fig. 4. Graph and images for cell viability, proliferation, and toxicity (A) DNA content graph of cultured CPC75 and B-CPC75

at 1 and 7 day, ***P (< 0.001) (B) AlamarBlue reduced graph of CPC100, CPC75, B-CPC75 at 1, 3, 5, and 7 day (C) Live/Dead

images of CPC100, CPC75, B-CPC75 at 1 and 7 days(Scale bar: 100 μ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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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 CPC75 및 B-CPC75의 골 관련 유전 인자 발현 그래프 (A) 1일차 및 4주차의 BSP 유전자 발현 그래프 (B) 1일차 및 4주차의

ColIα1 유전자 발현 그래프 (C) 1일차 및 4주차의 Runx-2 유전자 발현 그래프 (D) 1일차 및 4주차의 OP 유전자 발현 그래프, **P (< 0.01)

Fig. 5. Graph of expressing osteogenesis-related gene (A) Graph for BSP culturing at 1 day and 4 weeks (B) Graph for ColIα1

culturing at 1 day and 4 weeks (C) Graph for Runx-2 culturing at 1 day and 4 weeks (D) Graph for OP culturing at 1 day

and 4 weeks, **P (< 0.01)

그림 6. CPC75 및 B-CPC75의 골 관련 단백질 발현 그래프 (A) CPC75 및 B-CPC75의 1일, 1주 및 2주차의 DNA 대비 ALP 활성 그

래프, ***P (< 0.001) (B) 배양 기간에 따른 CPC75 및 B-CPC75의 총 콜라겐 함량 그래프, *P (< 0.05)

Fig. 6. Graph of expressing osteogenesis-related proteins (A) ALP activity assay of CPC75 and B-CPC75 culturing at 1 day,

1, and 2 weeks, ***P (< 0.001) (B) Total collagen content assay of CPC75 and B-CPC75 culturing at 1 day, 1, 2, and 4 weeks,

*P (< 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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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현되는 인자로 1주간 배양된 CPC75와 B-CPC75의 ALP

활성을 실험 시작점인 1일차와 비교하였을 때, 큰 변화가 관

찰되지 않았지만 2주 배양을 통해 B-CPC75 그룹에서 CPC75

대비 약 15.67배의 ALP 발현 증가를 확인함으로써 활발한 골

분화가 유도됨을 파악할 수 있다. 그림 6-B에서 제작된 시

편의 콜라겐 함량을 분석한 결과, 4주간 배양된 B-CPC75

그룹에서 CPC75 대비 통계적 유의성을 확인하였다. 이는

앞서 진행한 유전자 분석 결과에 상응하는 경향을 보여주었다.

IV. 고찰 및 결론

뼈 재건을 위한 생체 소재는 일정 기간 동안 세포에게 고정

부위를 제공하며 안정적인 기계적 강도를 통해 체내에서 구

조적 기능을 수행해야한다. 또한 이식 부위 주변에 존재하는

생화학적 반응을 수행할 수 있는 플랫폼으로 작용하며, 기능

수행 이후 분해 시 독성 물질을 방출하지 않아야 한다. 이와

같은 목표 수행을 위한 많은 연구가 진행되었음에도 불구하

고 골 이식을 위한 완벽한 물질은 존재하지 않는다. 따라서

한계를 극복하고자 제3인산칼슘과 같은 골 성분 재료를 이

용한 효과 검증 및 골 관련 인자 발현 확인과 같은 다양한

연구가 소개되었다[24].

여러 골 이식 후보 재료 중 경화 시간이 정확하며 수술에

적용하기 적합하고 병변 부위에 다른 재료와 혼합하여 이용

하기 용이한 인산 칼슘 시멘트인 β-BSM을 선택하였다[25].

β-BSM은 여느 골 이식용 재료에 비하여 충분한 기계적 강도를

지니고, 주입 가능하여 다양한 골 결손 부위에 적용 가능하

다. 인간 지방유래 줄기세포는 조직으로부터 많은 수의 세포를

추출할 수 있어 세포원 확보에 유리할 뿐 아니라 골 조직으로의

분화능을 지닌다.

단순 인산칼슘 시멘트를 이용한 지지체와 hASC 함유

Gelatin fiber 포함 지지체의 내부를 비교하였을 때, 복합

화한 그룹에서 지지체 내부를 관통하는 미세 채널 상에 고르게

분포된 세포 형상을 확인하였다. 이에 골 결손 치료용 세포

전달체로 적용 시 기존 한계로 지적되던 인산칼슘 시멘트의

낮은 흡수성을 해결할 수 있는 새로운 접근법이 될 수 있다.

이외에도 제작된 CPC75와 B-CPC75는 배양 1주 차에도

DNA 함량의 증가 및 활발한 세포 증식이 이뤄졌음을 확인

하였다. 이는 배양 기간 동안 원활한 영양분 공급 및 노폐물

제거가 되었을 뿐 아니라 복합 인산칼슘 시멘트 상에서도

세포가 정상 기능을 수행할 수 있음을 보여준다.

제작된 Gelatin fiber/nCPC의 골유도능 향상을 위해 골

형성 촉진 단백질을 추가 탑재한 뒤 분화 관련 유전자 발현

분석을 수행하였다. 지지체 배양 4주차에 대한 유전자 발현

분석 결과, 골 형성 촉진 단백질 포함 그룹에서 배양 초기

인자인 Runx-2와 ColIα1에 대한 통계적 유의미성을 확인

할 수 있었다. 이는 BMP-2가 포함됨에 따라 미포함 그룹

대비 골 분화 시작을 가속화 하였음을 의미한다. 해당 분석

에서 골 분화 후기 유전자인 BSP와 OP에 대한 통계적 차

이를 보이진 않았지만, 이는 4주 이상의 기간 부여 시 골 기

질이 축적되어 발현 됨으로써 해당 인자에 대한 비교 분석

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된다. 이후 단백질 발현 분석을 수행

한 결과 2주차 에서의 ALP 발현과 4주차 에서의 콜라겐 총

함량에서 통계적 유의미함을 확인하였다. 이는 이전의 유전

자 발현에서 보인 경향과 유사하였으며, 여러 문헌을 통해

알려진 기간 별 골 분화 인자의 발현 양상과 동일하였다.

조직공학 분야에서 생체 재료는 조직이 형성되고 재생될 수

있는 가이드를 제시한다. 본 연구는 인산칼슘 시멘트를 골

결손부 치료용 세포 전달 지지체로 이용하기 위하여 hASC

가 탑재된 Gelatin fiber를 제작한 뒤, 이를 nCPC와 복합

화하였다. 제작된 지지체는 내부에 탑재된 세포를 보호하고

주사 가능한 제형으로의 제작이 가능하여 의학적 적용 시 큰

이점을 지닐 뿐만 아니라 기존 골 이식 충전재의 한계를 극

복할 수 있는 새로운 대안이 될 것이라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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