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자표시-비영리-변경금지 2.0 대한민국
이용자는 아래의 조건을 따르는 경우에 한하여 자유롭게
l

이 저작물을 복제, 배포, 전송, 전시, 공연 및 방송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조건을 따라야 합니다:

저작자표시. 귀하는 원저작자를 표시하여야 합니다.

비영리. 귀하는 이 저작물을 영리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변경금지. 귀하는 이 저작물을 개작, 변형 또는 가공할 수 없습니다.

l
l

귀하는, 이 저작물의 재이용이나 배포의 경우, 이 저작물에 적용된 이용허락조건
을 명확하게 나타내어야 합니다.
저작권자로부터 별도의 허가를 받으면 이러한 조건들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저작권법에 따른 이용자의 권리는 위의 내용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이것은 이용허락규약(Legal Code)을 이해하기 쉽게 요약한 것입니다.
Disclaimer

치의과학석사 학위논문

골이식재로 Beta-tricalcium
phosphate collagen block의 효능
연구

2020 년 2 월

서울대학교 대학원
치의과학과

전 은 지

골이식재로 Beta-tricalcium
phosphate collagen block의 효능
연구
지도 교수 안 진 수

이 논문을 석사 학위논문으로 제출함
2019 년 11월

서울대학교 대학원
치의과학과 치과생체재료과학 전공

전 은 지
전은지의 석사 학위논문을 인준함
2019 년 12 월

위 원 장

(인)

부위원장

(인)

위

(인)

원

초

록

1. 목적
발치, 치주질환, 노화, 외상 등 여러 원인에 의해서 치아 상실과
악골내에 골결손이 일어난 경우, 치조골의 재생이 이루어지지 않으
면 기능적, 심미적 문제를 발생시킨다. 따라서 골재생을 위해 여러
가지 골이식재가 사용된다. 여러 이식재 중 이종골 이식재는 소나
돼지의 골에서 단백질을 제거하여 만든 골이식재로 자가골이나 동
종골에 비해 사용량에 제한이 없지만 낮은 생분해성의 한계가 있다.
합성골 이식재는 대량 생산과 물성 조절이 가능하며 교차 감염의
우려가 없으나 재료에 따라 낮은 생분해성 등의 한계가 있다. 합성
골 이식재 중 Beta-tricalcium phosphate (β-TCP)는 생체 내에
서 분해되는 흡수성 재료로 골형성 능력은 증명 되었지만 생체 내
흡수 속도가 빠르고 기계적 강도가 약하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β
-TCP에 콜라겐을 혼합하여 만든 β-TCP Collagen을 기존 제품
인

이종골

이식재

Bio-oss

Collagen®과

비교하여

β-TCP

Collagen의 골 재생 효과를 in vitro와 in vivo 실험을 통해 평가해
보고자 하였다.

2. 방법

In vitro에서의 실험군은 스캐폴드에 따라 아무 골이식재도 넣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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않은 대조군, Collagen plug, β-TCP Collagen, 및 Bio-oss
Collagen® 실험군으로 각 군당 3개씩 실험하였다. 세포 부착 및
증식 연구에는 마우스 조골세포 전구체 세포주인 MC3T3 E1
subclone four cells (ATCC® CRL-2593™)를 사용하였다. ALP
활성은 7일, 14일 21일에 측정하였다. MC3T3 E1 세포에서 as
alkaline phosphatase, collagen type I, osteocalcin 및 bone
sialoprotein (BSP)을 골분화 마커로 사용하여 정량 PCR을 통해
이들 유전자의 발현을 분석하였다.
In-vivo에서는 11주령의 백서 12마리의 두개부를 절개한 후 두개
골 상면에 직경 8mm 크기의 골결손부를 형성하였다. β-TCP
Collagen을 이식한 군, Bio-oss Collagen®을 이식한 군, Collagen
plug만 이식한 군으로 분류하여 실험을 시행하였다. 실험동물들은
1주, 2주, 4주, 6주, 8주차에 마이크로컴퓨터단층촬영 (micro-CT)
되었으며 8주차에 희생되었다.

3. 결과

In vitro에서는 세포 부착과 증식 분석 평가를 보았을 때 세포
배양 시간이 증가함에 따라 대조군과 Collagen plug의 세포수가 증
가하였으며, β-TCP Collagen, Bio-oss Collagen® 모두에서 명백
한 세포 증식이 관찰되지 않았다. 골이식재를 활용한 MC3T3 E1
세포 배양의 ALP 활성 조사에서는 Collagen plug서 배양된 세포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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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일째에 다른 실험군과 비교하여 가장 높은 ALP 활성을 나타냈고
β-TCP Collagen에서만 21일째에 최대 ALP 활성을 나타내었다.
유전자 발현에서는 대조군과 Collagen plug에서 β-TCP Collagen,
Bio-oss Collagen®보다 더 높은 수준의 골분화 마커 발현을 보였
다. β-TCP Collagen에서 배양된 세포는 Bio-oss Collagen®에 비
해 14일과 28일에 BSP는 4-5배, Col은 약 4배 및 1.5배 각각 증
가된 발현 수준을 나타내었다. OCN의 경우 28일에 약 2배의 증가
된 발현 수준을 나타내었고 그 외에는 유의한 차이를 나타내지 않
았다. ALP 발현에서는 마찬가지로 유의한 차이를 나타내지는 않았
다.

In vivo에서는 모든 군에서 1주차에서는 명확한 골결손부가 관
찰되었고 2주차부터 골결손부 경계선이 희미해지며 가장자리에서부
터 중심부로의 골형성이 관찰되었다. Bone volume 백분율로 비교해
보았을 때 Collagen plug군에서는 8주차에서 최대 11.47% 관찰되
었으며 골전도성 골이식재로서의 역할을 하는 β-TCP Collagen군,
Bio-oss Collagen®군에서는 β-TCP Collagen군은 8주차에 최대
69.54%, Bio-oss Collagen®군에서는 8주차에서 최대 67.08%까지
증가하였다.
주요어 : β-tcp Collagen block, biomaterial, synthetic bone,
Bio-oss Collagen, bone graft, osteogenes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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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발치, 치주질환, 노화, 외상 등 여러 원인에 의해서 치아 상실과
악골내에 골결손이 일어난 경우, 치조골의 재생이 이루어 지지 않으
면 기능적, 심미적 문제를 발생시킨다. 따라서 골재생을 위해 여러
가지 골이식재가 사용된다. 골재생을 위한 기전은 3가지로 나뉘는데,
골이식재 내에 성장 기전인 골 세포를 갖추고 있어 골생성을 하는
골형성(Osteogenesis)과 골이식재 주변 골모세포들의 유입을 원활
히 할 수 있는 연결 구조 역할을 하는 골전도(Osteoconduction),
세포가 생체 재료의 표면에 부착되어 조골세포나 골세포 등으로 분
화하여 골조직을 형성하게 하는 역할의 골유도(Osteoinduction)가
있다.
골재생을 위해 사용되는 골이식재는 자가골, 동종골, 이종골, 합
성골이 있다. 자가골 이식은 면역, 감염 문제 없이 빠른 치유가 가
능하고 뼈 형성에 관련된 성장 인자들을 포함하고 있어 뼈 생성을
보다 원활히 할 수 있다. 하지만 채취량이 제한적이고, 골 손실 부
위가 아닌 다른 부위의 2차적인 수술이 필요하여 과정이 복잡하고
공여부에 2차 결손을 야기할 수 있다는 한계를 가지고 있다.(1, 2)
동종골 이식은 공여부에 대한 수술이 필요 없고 높은 골유도능과
골전도능을 갖고 있지만 질환 보유자로부터의 항원성과 감염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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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발생할 수 있다.(3) 면역학적 거부반응을 해결하기 위해 γ-ray
에 노출, 냉동, 화학처리 등을 시행하나 이로 인한 골형성능 감소가
나타나기도 한다. 또한 골 기증자의 상태에 따라 형성능의 차이가
있다는 단점이 있다. 동종골 이식재 중 탈회 냉동건조 동종골
(Demineralized freeze-dried bone allografts, DFDBA)가 가장
많이 사용된다.
이종골 이식재는 소나 돼지의 골에서 단백질을 제거하여 만든
골이식재로 치과에서 많이 사용되는 골이식재이다. 이종골 이식재는
자가골이나 동졸골에 비해 사용량에 제한이 없고 가격이 저렴하지
만 낮은 생분해성의 한계가 있다. 우골에서 유래된 이종골 이식재는
1960년대에 사용되었으며 면역 질환의 발생이 보고 된 이래로 사
용이 감소되었다.(4) 그 이후로 화학처리나 열처리 등을 통해 면역
반응을 일으킬 수 있는 단백질을 최대한 제거하는 탈단백 기술이
발전에 따라 탈단백 우골의 사용과 관련된 사례들의 성공적인 결과
들이 보고 되었다.(5, 6) 이종골 이식재 중 우골에서 단백질을 제거
한 이종골 이식재(DBBM: deproteinized bovine bone mineral)가
임상에서 주로 사용되고 있다. 대표적으로 Bio-oss의 경우 다공성
의 미세 구조를 갖고 있어 혈관의 신생이 용이하다. 또한 인간의 골
의 비율과 유사한 칼슘/인 비율을 갖고 있어 전도성이 뛰어나다는
평가를 받는다. 다만 골전도능만을 가지고 있어 자가골에 비해서는
골재생능이

떨어진다.

Bio-oss는
2

골형성을

위한

스캐폴드

(scaffold)의 역할로 골전도 과정을 거치며 신생골을 형성한다. (710) 합성골 이식재는 대량 생산과 물성 조절이 가능하며 교차 감염
의 우려가 없으나 재료에 따라 낮은 생분해성 등의 한계가 있다. 합
성골

재료로는

세라믹,

tricalcium

phosphate

(TCP),

hydroxyapatite등이 사용된다. 이 중 인산칼슘계 생체 재료인
hydroxyapatite와 tricalcium phosphate (TCP)에 대한 많은 연구
가 이루어졌다. TCP는 α, β, γ 등 3개의 상이 있는데 이 중 βTCP가 골 충전재로 사용된다. β-TCP는 무균 상태의 합성 재료
로 골결손부위에 골전도 과정을 위한 스캐폴드의 역할을 한 후, 시
간의 흐름에 따라 생체 내에 흡수되고 흡수된 부위에 신생골이 형
성된다. (11-14). β-TCP는 생체 내에서 분해되는 흡수성 재료로
골결손부위에 신생골이 형성되는 능력이 증명되었지만 생체 내 흡
수 속도가 hydroxyapatite보다 빠르고 기계적 강도가 약해 주로
hydroxyapatite와 혼합하여 사용된다. 최근에는 β-TCP를 단독으
로 사용하였을 때 자가골 단독 사용시와 비슷한 결과를 나타낸 연
구들이 보고되었다. (15-18)
본 연구의 실험군인 β-TCP Collagen (CG STICK, CGBio)은
β-TCP와 소에서 추출된 콜라겐을 혼합하여 만든 새로운 골이식
재로 골 기질 단백질에서 전체 골 기질의 90%를 이루고 있는 제 1
형 콜라겐을 사용한다. 골이식재와 콜라겐을 혼합하면 점성을 가짐
으로 입자의 소실을 막을 수 있고 친수성을 띄며 블록형으로 제조
3

되어 필요에 따라 형태 변경이 용이하다. 콜라겐은 골결손부위에 적
용했을 때 골이식재에 비해 골재생능은 떨어지지만 우수한 생체 친
화성을 갖고 있어 초기 골 치유를 양호하게 할 수 있다.(19) 또한
여러 방법으로 추출된 콜라겐 재료가 연조직과 경조직 재생에 사용
되어 지고, 골조직 치유 양상을 나타낸다는 연구 결과들이 있다.
(20-24) Mizuno 등에 의하면 제 1형 콜라겐 matrix가 조골 세포
의 분화 및 생체 내의 골형성 유도에 적합한 환경을 제공한다고 하
였다.(25) 대조군으로 사용되는 스위스 Geistlich사의 'Geistlich Biooss Collagen®'은 천연 소뼈에서 유래되어 만들어진 골이식재와 콜
라겐을 혼합하여 만든 블록 형태의 이종골 이식재이다. 'Geistlich
Bio-oss Collagen ® '은 치조능 증대술/ 재건술, 발치와 충전, 임플란
트 주위 협측 골 결손부위 및 상악동 거상술시 사용되며 많은 연구
를 통해 재료의 효과가 검증된 생체재료이다. 또 하나의 대조군 등
에 사용되는 Absorbable atelo-collagen sponge (TERUPLUG,
Olympus terumo biomaterials)는 콜라겐 치주조직재생유도재로써
주로 발치 후 치조골 흡수 및 치조제가 무너지는 것을 방지하고 육
아 조직 및 골 형성 촉진을 위해 사용된다.
본 연구에서는 새로운 골이식재인 β-TCP Collagen 제품(CG
STICK)을 기존 제품인 Bio-oss Collagen® 과 비교하여 새 제품의
골 재생 효과를 평가해 보고자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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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재료 및 방법

2.1 실험 재료
다공성의 베타-트리칼슘인산염 (β-TCP)과 소 유래 콜라겐은
CG-Bio (CG Bio Inc., Korea)에 의해 제공되었다. β-TCP 는 평
균 300μm 의 크기의 구멍으로 상호연결된 0.3–1.0 mm 크기의 과
립으로

70-80%의

(Olympus

Terumo

다공성을

갖고

Biomaterials

있다.(26)
corp.,

Collagen

Japan)와

plug

Bio-oss

Collagen® (Geistlich pharma AG, Switzerland)은 시판되는 제품을
구매하여 사용하였다. p-Nitrophenyl Phosphate Liquid Substrate
System, 아스코르빈산, 및 베타인산글리세롤은 Sigma-Aldrich
(St. Louis, MO, USA)에서 구입하였다. 표시되지 않은 다른 모든
시약들은 분석등급용으로 사용하였다.

2.1.1 -TCP Collagen block 재료 준비
0.3 to 1.0 mm 크기의 과립형 β-TCP 1g을 0.2M 아세트산과
함께 만들어진 소 유래 제 1형 콜라겐반죽과 균질하게 혼합하였으
며, 사용된 소 유래 제 1형 콜라겐의 양은 β-TCP Collagen 복합
골이식재 질량의 10%에 해당한다. 골이식재 과립을 함유한 콜라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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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죽은 2mm

8mm의 크기의 디스크 몰드를 사용하여 성형하였다.

디스크 블록을 동결 건조하고 멸균 투석막에 넣어 24시간동안 멸균
된 PBS(Phosphate-buffered saline)로 투석하고 다음 24시간동
안은 멸균 증류수로 투석하였다. 이후 실온에서 건조되었고 15kGy
의 감마선 조사에 의해 멸균시켰다.

2.1.2 Bio-oss Collagen ® 성분 및 구성
강알카리 처리과정을 통한 정화 및 15시간 고온열처리한 불활
성화 공법으로 처리된 소뼈 유래 이종골 이식재 Geistlich BioOss® 90%와 돼지 콜라겐 10%를 혼합하여 만들어졌으며 스폰지
형태이다.

2.1.3 Collagen plug 성분 및 구성
Absorbable atelo-collagen sponge (TERUPLUG, Olympus
terumo biomaterials)는 소의 피부에서 추출한 콜라겐으로 주요 성
분은 collagen type I (85-95%)와 collagen type III (5-15%)로
구성되며 스폰지 형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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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실험그룹
In vitro에서의 실험군은 스캐폴드에 따라 4개의 그룹으로 나누
었다. 아무 골이식재도 넣지 않은 대조군 (control), collagen plug,
β-TCP Collagen, Bio-Oss Collagen® 그룹으로 각 군당 3개씩
실험하였다.

2.3 In vitro 골형성 연구
2.3.1 MC3T3 E1 cell culture
16회 계대배양된 마우스 조골세포 전구체 세포주인 MC3T3
E1 subclone four cells (ATCC® CRL-2593™)를 10%의 fetal
bovine serum과 1%의 antibiotics를 함유한 증식 배양 배지
Minimal Essential Medium alpha (MEM-α, GE Healthcare
HycloneTM) (GM) 로 37 °C, 5% CO2 조건의 인큐베이터 안에서
배양하였다. 골분화를 위해 증식배지 (GM)에 50 µg/mL 아스코르
빈산과 10mM 베타인산글리세롤을 첨가한 골분화 배지(BM)로 대
체하였다. 골 분화 배지는 3일마다 교체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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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2 골이식재의 세포 부착과 증식
세포 부착 및 증식 연구에 제조된 골이식재를 사용하였다. 세포
배양 작업 전 멸균된 골이식재를 밤새 GM 배지에 침지 시킨 후
GM을 제거하였다. MC3T3 E1 세포는 96-well plates에서 GM이
흡수된 골이식재에 웰당 2.5 × 104 cells로 각 각 파종하였다. 세
포는 각 표시된 시간동안 5%의 CO2, 37 °C 조건의 인큐베이터
안에서 배양하였다. 배양 배지는 3일마다 교체되었다. 세포 증식은
CellTiter 96® Aqueous One Solution 세포 증식 분석 키트
(Promega)를

제조업체의

지침에

따라

사용하였다.

3-(4,5-

dimethylthiazol-2-yl)-5-(3-carboxymethoxyphenyl)-2(4-sulfophenyl)-2H-tetrazolium (MTS) 용액 100μL를 웰에
첨가하여 3시간 동안 배양 후 UV/visible microplate reader
(Infinite

M200

PRO

NanoQuant,

TECAN,

Mannedorf,

Switzerland)를 사용하여 490 nm에서 흡광도를 측정하였다. 세포
생존율은 대조군 1일째의 흡광도 값을 100% 기준으로 하여 각각의
흡광도 값을 세포 생존율로 변환하였다.

2.3.3 ALP 활성
MC3T3 E1 세포를 위에서 언급된 것과 같은 조건하에서 G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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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지에서 2일동안 배양하고, BM 배지로 교체한 후 ALP 활성을 7
일, 14일, 21일에 측정하였다. BM 배지는 3일마다 교체하였다. pNitrophenyl

Phosphate

(pNPP)

Liquid

Substrate

System

(Sigma-Aldrich)을 사용하여 ALP 활성을 측정하였다. 세포를
PBS로 세척하고 1 % Triton X-100을 함유하고 있는 PBS 50µl로
5분동안 세포를 용해 시킨 후, 50µl의 pNPP 용액을 첨가하여 37°
C에서 발색정도에 따라 10분에서 30분동안 배양하였다. 흡광도는
405 nm에서 UV/visible microplate reader (Infinite M200 PRO
NanoQuant, TECAN, Mannedorf, Switzerland)를 사용하여 측정되
었다. Nitrophenol과 흡광도 사이의 비례 관계를 나타내는 표준 곡
선을 사용하여 ALP 활성을 계산하였다. 계산된 값을 세포의 수로
나눈 후 7일째의 대조군의 값을 1 기준으로 나머지 값들을 변환하
였다.

2.3.4 유전자 발현
MC3T3

E1

세포에서

as

alkaline

phosphatase

(ALP),

collagen type I (Col), osteocalcin (OCN) 및 bone sialoprotein
(BSP)을 골분화 마커로 사용하여 정량 PCR을 통해 이들 유전자의
발현을 분석하였다. 각
phosphate

유전자의

dehydrogenase

발현은 Glyceraldehyde

(GAPDH)발현으로
9

정량화

3-

하였다.

MC3T3 E1 (5 × 105 cells/well)세포를 12-well plates에서 GM
이 흡수된 재료에 파종하였다. MC3T3 E1 세포를 GM 배지에서 2
일동안 배양한 후 BM 배지로 교체하였다. BM 배지는 3일마다 교
체하였다. 세포를 표시된 시간 동안 37 °C, 5% CO2 조건에서 배
양하였다. 제조사의 지침에 따라 trizol(life technologies)를 사용하
여 배양된 세포에서 총 RNA를 추출하였다. cDNA 합성은 제조사의
지침에 따라 ReverTra Ace® RT Master Mix (Toyobo, Osaka,
Japan)를 사용하여 수행하였다. 정량 PCR은 StepOnePlus realtime PCR system (Applied Biosystems)을 이용하여 SYBR
Green/ROX qPCR Master Mix (ThermoFisher Scientific Korea,
Seoul, Korea)를 사용하여 수행하였다.

14일, 21일, 및 28일째의

표적 유전자의 양을 각각 대조군에서 세포의 발현 수준에 대한 평
균 배수로 나타내었다. 정량 PCR에 사용된 프라이머 시퀀스는 표1
에 표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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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Primers used for qPCR
Name

primer

5’ to 3’

Tm

Reference

ALP

Forward

ACCGCTGCCCGAATCC

55

This study

Reverse

TCTCCTCGCCCGTGTTGT

58

This study

Forward

CCAAGAAGGCTGGAGATGCA

60

This study

Reverse

TCCTCGTCGCTTTCCTTCAC

59

This study

Forward

CTTCACCTACAGCACCCTTGTG

59

This study

Reverse

TGACTGTCTTGCCCCAAGTTC

58

This study

Forward

GTGAGCTTAACCCTGCTTGTGA

58

This study

Reverse

TGCGTTTGTAGGCGGTCTTC

60

This study

Forward

CCTGGCCAAGGTCATCCATG

62

(27)

Reverse

GCAGGAGACAACCTGGTCCT

62

(27)

BSP

COL1

OCN

GAPD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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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In vivo 골분화 연구
2.4.1 실험동물
본 연구에서는 12마리의 체중 250-300g, 생후 9주차의 수컷
백서(Sprague-Dawley rats, OrientBio, Korea)를 사용하였다. 실
험 동물은 수술 전 약 2주동안의 검역과 순화 과정을 거쳤다. 실험
부위는 두개골을 사용하였다. 실험 동물은 고려대학교 동물실험윤리
위원회의 지침에 따라 사육되었다.

2.4.2 실험방법
Xylazine(럼푼,

바이엘

코리아)

체중

1kg당

10mg씩과

ketamine (유한 케타민, 유한양행)을 체중 1kg당 80mg씩 혼합하
여 근육 주사로 전신마취를 시행하였다. 수술 부위의 털을 제거한
후 베타딘으로 소독하였다. (1:100,000)의 에피네프린이 함유된
2% lidocaine으로 두개부 표피에 주사하여 국소마취를 하였다. #15
의 의료용 매스로 두개부를 절개 후 판막을 거상하여 두개골의 상
면을 노출시켰다. 노출된 두개골 상면에 직경 8mm의 trephine bur
를 이용하여 1개의 골결손부를 형성하였다. 골 결손부에 이식재를
삽입하고

술부는

흡수성

봉합사(4-0 VicrylⓇ, Ethicon

Inc.,

Somerville, USA)로 층간 봉합하였다. 수술 부위에 아무 처치도 하
지 않은 콜라겐을 이식한 부위를 음성 대조군, Bio-oss Collag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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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이식한 부위를 양성 대조군, β-TCP Collagen을 이식한 부위를
실험군으로 구분하였다.

2.4.3 Micro CT 촬영
1, 2, 4, 6, 8주에 X-ray microtomography (micro-CT)
(Skyscan 1172, bruker-microCT, Kontich, Belgium)을 이용하여
수술부위를 촬영하였다. 실험동물은 수술 때와 같이 ketamine과
xylazine으로

전신마취를

하였으며

엎드린 자세로

촬영하였다.

CT 촬영시 관전압은 60kv, 관전류는 417µA였으며 알루미늄 필
터 0.5mm, 카메라 화소 크기는 12.78µm로 샘플당 395개의 2차원
이미지를 얻었다.

2.4.4 Micro CT 분석
2차원 이미지는 NRecon (skyscan, antwerpen, Belgium)과
DataViewer (skyscan, antwerpen, Belgium)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재구성하였다. 분석에는 CTAn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직경 8mm의
골결손부위 안에 직경 6mm, 높이 약 1mm의 원형의 ROI(Region
of interest)를 지정하고 60 – 180 의 그레이 스케일 설정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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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one volume을 분석하였다. CTVol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3차원 이
미지를 얻었다.

2.5 통계 분석
모든 값은 평균 ± 표준편차로 표시되었다. 통계 분석은 두 그
룹의 비교에는 Student ’ s t-test와 다 그룹 비교에는 일원 분석
(ANOVA)를

사용하여

측정되었으며,

다중

분산

비교를

위해

Tukey HSD post hoc test를 수행하여 다양한 캐리어가 매개 변수
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하였다. p-value < 0.05 를 통계적으로 유의
한 것으로 간주하였다. 모든 통계 분석은 SPSS 24.0 software
program (IBM, Armonk, USA)을 사용하여 수행하였다.

3. 결

과

3.1 골이식재의 세포 부착과 증식
골이식재의 생체 적합성은 세포의 부착과 증식 분석에 의해 평
가되었다. MC3T3 E1 세포는 골이식재인 β-TCP Collagen, Biooss Collagen® 및 Collagen plug에 부착하여 배양하고 골이식재가
14

없는 상태에서 배양을 대조군으로 세포를 파종 후 배양하고 부착된
세포의 증식을 1일, 3일, 및 7일째에 MTS 분석을 통해 평가하였다.
세포 배양 시간이 증가함에 따라 대조군과 Collagen plug의 세포수
가

증가하였다(p<0.05).

배양

시간이

증가함에도

β-TCP

Collagen, Bio-oss Collagen® 모두에서 명백한 세포 증식이 관찰되
지 않았다. (Fig. 1) 미네랄 / 콜라겐 복합 골이식재의 비교에서 처
음 접종된 세포는 초기 부착 후 3일 째에는 감소했지만 3 일 후에
는 유의한 증가는 아니지만 세포가 증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Fig.
1) 그러나 in vitro에서는 골이식재가 없는 배양접시나 Collagenplug가 있는 배양접시에서 세포 부착이 미네랄 / 콜라겐 복합 골이
식재에서

보다

우수하였다.

β-TCP

Collagen

및

Collagen®사이의 세포 접착 및 증식에는 차이가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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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io-oss

Fig.1. Cell adhesion and proliferation of MC3T3 E1 cells depending on
scaffolds. Cell viability was measured using MTS assay on day 1, day 3,
and day 7 after cells were seeded. The cell viability based on the
absorbance was converted to relative values based on that of Day1 of
control as 100%. Data is expressed as the mean ± SD. Groups labeled
with different letters and same letters are significantly different (p <
0.05) and not different (p > 0.05), respective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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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In vitro 골분화 연구
골이식재를 사용한 MC3T3 E1 세포 배양의 ALP 활성을 조사
하였고 결과는 Fig.2에 나타내었다. Collagen plug에서 배양된 세포
가 14일째에 다른 실험군과 비교하여 가장 높은 ALP 활성을 나타
냈다. 다른 골이식재에서 배양된 세포는 14일째에 최대 ALP 활성
을 보인 반면 β-TCP Collagen에서는 시간이 지남에 따라 점차
증가하여 21일째 최대 활성을 나타냈다. Aalkaline phosphatase
(ALP), Collagen type I (Col), Bone sialoprotein (BSP) 및
osteocalcin (OCN)을 포함한 골 형성 유전자의 발현에 대한 골이
식재의 효과를 알아보기 위해 RT-qPCR를 사용하여 14일, 21일,
및 28일째에 유전자 발현을 확인하였다. 발현량은 각 배양시간에서
대조군

대비

상대적

발현

수준으로

나타내었다.

대조군

및

Collagen plug는 미네랄/콜라겐 복합 골이식재와 비교하였을 때 골
분화 마커의 더 높은 수준의 발현을 나타내었다. 좀 더 명확한 비교
를 위해 동일한 유전자 발현에 대해 대조군과 Collagen plug의 세
포에서 m RNA의 발현 결과와 미네랄/콜라겐 복합 골이식재에서의
발현 결과를 따로 정리하여 Figs. 3A, 3B, 3C, 및 3D, 그리고 Figs.
3E, 3F, 3G, 및 3H 로 각각 나타내었다. ALP, Collagen TI, BSP,
및 OCN의 발현 수준은 대조군과 비교하였을 때 collagen plug의
세포에서 유의한 증가를 보였다. 미네랄/콜라겐 복합 골이식재의 비
교에서, β-TCP Collagen에서 배양된 세포는 Bio-oss Collag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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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비해 14일과, 28일에 BSP는 4-5배, Col은 약 4배 및 1.5배 각
각 증가된 발현 수준을 나타내었다. OCN의 경우 28일에 약 2배의
증가된 발현 수준을 나타내었고 그 외에는 유의적 차이를 나타내지
않았다. ALP 발현에서는 마찬가지로 유의적 차이를 나타내지는 않
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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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 Alkaline phosphatase (ALP) activity of MC3T3 E1 cells after 7,
14, and 21 days of culture in bone differentiation medium (BM) in the
presence or absence of scaffold. Post-culture on growth media (GM)
for 2 days, the media were changed to BM. ALP activity was expressed
as a relative one with the activity of the control on Day 7 as 1. Data is
expressed as the mean ± SD. Groups labeled with different letters and
same letters are significantly different (p < 0.05) and not different (p >
0.05), respective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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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 The expressions of osteogenic markers of MC3T3 E1 cells after
14, 21, and 28 days of culture in BM with or without scaffolds. The
mRNA levels of ALP (A, E), Col (B, F), BSP (C, G), and OCN (D, H)
were normalized to GAPDH by RT-qPCR. The relative expression level
of target gene of cells cultured on scaffolds at Day14, Day21 and
Day28, respectively was represented as the mean fold over the
expression value of cells in control at corresponding days, respectively.
Data is expressed as the mean ± SD. Asterisk indicates a statistically
significant difference among groups on each day (*p<0.05, and
**p<0.01). Double dagger indicates a statistically significant difference
between the two-paired groups (‡p<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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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In vivo 골분화 연구
3.3.1 Micro CT
백서는 골 이식 이후 1주, 2주, 4주, 6주, 8주차에 X-ray
microtomography를 이용하여 촬영된 micro-CT 사진은 Fig. 4에
나타내었다. micro-CT 분석은 Fig. 4의 β-TCP Collagen 실험군
의 경우 1주차에는 명확한 골결손부위가 관찰되며 중심부의 βTCP 무기질 가루가 관찰된다. 2주차에서는 방사성 투과성 위치에
회색부분이 증가한 것이 보여진다. 이는 골형성이 되고 있음을 나타
낸다. 4주차와 6주차에서는 골결손부위의 경계선이 희미해지며 기존
골과의 결합의 진행을 보여준다. 8주차에서는 보다 많은 골형성과
기존 골과의 결합이 보여진다. Bio-oss Collagen® 대조군에서는 1
주차에서는 골이식재가 골결손부의 아랫쪽으로 위치하고 있어 골이
식재의 일부만 관찰되며 2주차부터는 골이식재가 점차 위로 올라와
1주차보다 많은 양의 골이식재가 관찰된다. 4주차와 6주차에서는
시간이 지나면서 형성된 골결손부위의 가장자리에서 골형성과 이식
재의 무기질과의 결합이 관찰된다. 8주차에서는 골결손부 경계선의
결합이 보이지만 중심부의 방사성 투과성 양상이 주변부보다 많이
관찰된다. Collagen plug 대조군에서는 1주차에서 형성된 골결손부
가 명확하게 나타나고 2주차부터 8주차까지는 골결손부위의 가장자
리에서부터

중심부로의

골형성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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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찰된다.

실험군간의

Bone

volume 백분율을 비교해 보았을 때 β-TCP Collagen 그룹에서 8
주차에 최대 69.54%까지 증가하였으며 Bio-oss Collagen® 그룹에
서는 8주차에 최대 67.08%까지 증가하였다. Collagen plug 그룹에
서는 8주차에 최대 11.47%까지 증가하였다. 각 그룹의 1주, 2주, 4
주, 6주, 8주 bone volume 평균과 표준편차는 표 2에 표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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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4. Micro-CT images taken at weeks 1, 2, 4, 6, 8 of representative
rats in the β-TCP Collagen, Bio-oss Collagen® , and Collagen plug
groups. The experimental group was labeled A, B, C and numbers 1, 2,
3, 4, 5 according to the perio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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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5. Average Bone volume for 1, 2, 4, 6, and 8 weeks of Bio-oss
Collagen® group, β-TCP Collagen group, and Collagen plug group.

Table. 2. Mean and standard Deviation by Experiment Grou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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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고찰 및 결론

골이식재는 생체적합성을 보여야 하며 체내 독성이나 이물
반응이 없어야 한다. 본 연구에서는 골이식재의 세포 부착과 증식을
MTS 분석에 의해 생체적합성을 평가하였다. 아무 골이식재도 없는
세포 배양 접시를 이용한 대조군과 Collagen plug 그룹에서는
배양시간이 증가함에 따라 세포의 증식이 관찰되었지만 Bio-oss
Collagen® 와 β-TCP Collagen 그룹에서는 3일째에 감소하였고
3일 후에는 세포가 유의미한 증가는 아니지만 약간의 증식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Collagen와

대조군과

Bio-oss

Collagen

Collagen®과

plug

그룹이

비교하였을

β-TCP

때

유의한

세포부착과 증식이 나타나는 이유로는 배양접시가 세포의 부착과
증식에 유리한 환경을 제공하는 역할을 하기 때문이고 Collagen
plug 그룹에서 collagen은 세포와 세포를 결합시키는 역할을 하는
단백질이기 때문에 두 그룹에서의 세포 부착과 증식이 유의하게
증가한 것으로 생각되었다. 또한 세포 부착 첫 날에는 세포가
대부분 생존해 있기 때문에 대조군, Collagen plug 그룹과 같은
값을 보이지만 3일차에는 이식재에 부착되지 못한 세포가 존재하기
때문에 세포 생존율이 감소한 것으로 생각된다. 따라서 3일차에
이식재에

부착되어

생존한

세포가

세포생존율이 증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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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식을

하여

7일차에는

골화세포 분화의 지표가 되는 ALP 활성 결과를 보았을 때
control, collagen plug와 Bio-oss Collagen® 에서는 14일째에 최대
활성을 보이고 활성도가 감소하는 반면 β-TCP Collagen에서는
시간이 지남에 따라 활성도가 높아지는 것이 나타났다.
골 형성 유전자의 발현에 대한 골이식재의 효과를 알아보기 위
해 조골세포 분화의 표지인자인 alkaline phosphatase (ALP),
bone sialoprotein, osteocalcin 및 Collagen type I (Collagen TI)
의 발현을 평가하였다. 대조군과 비교해 보았을 때 Collagen plug
실험군이 가장 높은 골 형성 유전자 발현 수준을 나타내었다. 미네
랄/콜라겐 복합 골이식재 두가지를 비교해보면 Collagen type I은
골 형성 과정에서 골모세포에 의해 만들어지며 무기질과 함께 골조
직을 형성하는 단백질로 골모세포의 초기 분화 시에 많이 나타난
다.(28) Osteocalcin은 골모세포에 의하여 생산되고 신생골의 무기
질화를 조절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어 Osteocalcin의 발현이 높다는
것은 골의 재생 과정을 활성화 시킬 수 있다는 것을 나타낸다.(29)
β-TCP

Collagen은 14일과 28일째에 약 4배 및 1.5배, BSP는

14일과 28일째에 β-TCP Collagen이 Bio-oss Collagen®보다 45배, OCN의 경우 28일에 약 2배의 증가된 발현 수준을 보인 것은
β-TCP

Collagen이 Bio-oss Collagen ®에 비해 초기 골 재생이

더 빨리 작용할 수 있음을 나타낸다.
본 연구에서의 실험 동물인 백서는 250~300g의 성숙한 개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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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사용하였으며 호르몬에 영향을 적게 받는 수컷을 사용하였다. 실
험을 위해 형성한 8mm의 백서 두개골 결손부는 백서의 임계 크기
결손(Critical size defect, CSD)으로 아무 처지를 하지 않았을 때
10% 이하의 골재생을 이루는 가장 작은 크기이다. 대부분의 동물
에서는 임계 크기 결손이 동물의 연령에 따라 작아지는데 쥐의 경
우에는 상대적으로 일정하다.(30)
Micro-CT 결과를 보았을 때 β-TCP Collagen 실험군의 경
우 1주차에는 명확한 골결손부위가 관찰되며 중심부의 β-TCP 무
기질 가루가 관찰된다. 2주차에서는 방사성 투과성 위치에 회색부분
이 증가한 것이 보여지고 이는 골형성이 되고 있음을 의미한다. 8주
차에서 방사성 불투과성 부분이 눈에 띄게 증가한 것으로 보았을
때 2주차보다 신생골이 유의하게 형성된 것으로 보여진다. Bio-oss
Collagen® 실험군의 경우에서도 β-TCP Collagen 실험군과 비슷한
양상을 보였으며 collagen-plug 이식재를 사용한 경우에는 뼈 재생
이 거의 관찰되지 않았다. β-TCP Collagen 실험군과 Bio-oss
Collagen® 실험군 모두에서 이식된 재료가 안정적으로 형태를 유지
하였으며 8주차까지 신생골이 유의하게 형성되었으나 이식재의 대
부분은 신생골로 대체되지 못했다. 여러 연구에서 우골의 느린 용해
도에 대해 보고 되었고(31, 32), β-TCP은 미세기공으로 연결된
생체 재료로 우골보다 높은 용해도를 보인다고 보고 되었다.(33)
Collagen은 사용이 용이하나 흡수가 빨라 골형성 초기 단계에서 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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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하지만 기계적 강도가 결여 되어 있다. 따라서 β-TCP의 단독
사용시의 용해도와 β-TCP Collagen의 용해도 차이에 대한 평가
가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새로 개발된 골이식재인 β-TCP Collagen의
골재생 능력을 임상에서 많이 사용되고 있는 기존 제품 Bio-oss
Collagen®과

비교하여

평가

조사하였다.

결과들을

종합하면

Micro-CT 결과에서는 β-TCP Collagen의 골재생능이 Bio-oss
Collagen® 보다 떨어지지 않거나 비슷한 정도의 골형성능을 나타냈
다. 보다 정확한 결과를 위해 조직학적 분석을 시행하여 실험군간의
골형성 효과를 평가하는 등의 추가 분석이 필요하다. 또한 β-TCP
Collagen에 성장인자를 부착하는 등의 골재생을 촉진시킬 수 있는
기능을 추가하여 골이식재를 발전시키는 향후 연구가 필요하다고
생각되며 또한 이식 후 8주동안의 짧은 기간동안 수행된 연구이기
때문에 골형성이 완료되는 보다 긴 기간의 추가 연구가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28

참고 문헌

1.

Springfield D. Autograft reconstructions. Orthop Clin North Am.

1996;27(3):483-92.
2.

Proussaefs

P,

Lozada

J.

The

use

of

intraorally,

harvested

autogenous block grafts for vertical alveolar ridge augmentation: A human
study. Int J Periodont Rest. 2005;25(4):351-63.
3.

Rummelhart JM, Mellonig JT, Gray JL, Towle HJ. A comparison of

freeze-dried bone allograft and demineralized freeze-dried bone allograft
in human periodontal osseous defects. J Periodontol. 1989;60(12):655-63.
4.

Clokie CML SG. Bone : present and future. Philadelphia 2001. 70 p.

5.

Landi L, Pretel RW, Jr., Hakimi NM, Setayesh R. Maxillary sinus

floor elevation using a combination of DFDBA and bovine-derived porous
hydroxyapatite: a preliminary histologic and histomorphometric report. Int J
Periodontics Restorative Dent. 2000;20(6):574-83.
6.

Mellonig JT. Human histologic evaluation of a bovine-derived

bone xenograft in the treatment of periodontal osseous defects. Int J
Periodontics Restorative Dent. 2000;20(1):19-29.
7.

Piattelli M, Favero GA, Scarano A, Orsini G, Piattelli A. Bone

reactions to anorganic bovine bone (Bio-Oss) used in sinus augmentation
procedures: A histologic long-term report of 20 cases in humans. Int J Oral
Max Impl. 1999;14(6):835-40.
8.

Park JW, Jang JH, Bae SR, An CH, Suh JY. Bone formation with

various bone graft substitutes in critical-sized rat calvarial defect. Clin Oral
Implants Res. 2009;20(4):372-8.
9.

Smiler DG, Johnson PW, Lozada JL, Misch C, Rosenlicht JL, Tatum

OH, Jr., et al. Sinus lift grafts and endosseous implants. Treatment of the
atrophic posterior maxilla. Dent Clin North Am. 1992;36(1):151-86;
discussion 87-8.
10.

Yildirim M, Spiekermann H, Biesterfeld S, Edelhoff D. Maxillary

sinus augmentation using xenogenic bone substitute material Bio-Oss in
combination with venous blood. A histologic and histomorphometric study
29

in humans. Clin Oral Implants Res. 2000;11(3):217-29.
11.

Lu J, Descamps M, Dejou J, Koubi G, Hardouin P, Lemaitre J, et al.

The biodegradation mechanism of calcium phosphate biomaterials in bone.
J Biomed Mater Res. 2002;63(4):408-12.
12.

Ogose A, Hotta T, Hatano H, Kawashima H, Tokunaga K, Endo N,

et al. Histological examination of beta-tricalcium phosphate graft in human
femur. J Biomed Mater Res. 2002;63(5):601-4.
13.

Saito M, Shimizu H, Beppu M, Takagi M. The role of beta-

tricalcium

phosphate

in

vascularized

periosteum.

J

Orthop

Sci.

2000;5(3):275-82.
14.

Watanabe K, Niimi A, Ueda M. Autogenous bone grafts in the

rabbit maxillary sinus. Oral Surg Oral Med Oral Pathol Oral Radiol Endod.
1999;88(1):26-32.
15.

Szabo G, Huys L, Coulthard P, Maiorana C, Garagiola U, Barabas J,

et al. A prospective multicenter randomized clinical trial of autogenous
bone versus beta-tricalcium phosphate graft alone for bilateral sinus
elevation:

histologic

and

histomorphometric

evaluation.

Int

J

Oral

Maxillofac Implants. 2005;20(3):371-81.
16.

Hallman M, Cederlund A, Lindskog S, Lundgren S, Sennerby L. A

clinical histologic study of bovine hydroxyapatite in combination with
autogenous bone and fibrin glue for maxillary sinus floor augmentation.
Results after 6 to 8 months of healing. Clin Oral Implants Res.
2001;12(2):135-43.
17.

Hallman M, Sennerby L, Lundgren S. A clinical and histologic

evaluation of implant integration in the posterior maxilla after sinus floor
augmentation with autogenous bone, bovine hydroxyapatite, or a 20:80
mixture. Int J Oral Maxillofac Implants. 2002;17(5):635-43.
18.

Hallman M, Sennerby L, Zetterqvist L, Lundgren S. A 3-year

prospective follow-up study of implant-supported fixed prostheses in
patients subjected to maxillary sinus floor augmentation with a 80:20
mixture of deproteinized bovine bone and autogenous bone Clinical,
radiographic and resonance frequency analysis. Int J Oral Maxillofac Surg.
2005;34(3):273-80.
19.

Maria. G. patino D, MS, Mirdaza E. Neiders D, MS, Sebastiano
30

Andreana D, MS, Bernice Noble P, Robert E. Cohen D, PhD. Collagen as in
implantable material in medicine and dentistry. J Oral Implantology.
2002;28(5):220-5.
20.

Ueda M, Ohkubo H, Fujimoto T, Niimi A, Sawaki Y, Kaneda T.

Effects of Sponge Collagen Matrix on Bone Healing. Journal of The
Japanese Stomatological Society. 1994;43(3):363-8.
21.

Liu LS, Thompson AY, Heidaran MA, Poser JW, Spiro RC. An

osteoconductive

collagen/hyaluronate

matrix

for

bone

regeneration.

Biomaterials. 1999;20(12):1097-108.
22.

Saadeh PB, Khosla RK, Mehrara BJ, Steinbrech DS, McCormick SA,

DeVore DP, et al. Repair of a critical size defect in the rat mandible using
allogenic type I collagen. J Craniofac Surg. 2001;12(6):573-9.
23.

Rocha LB, Brochi MA, Bellucci AD, Rossi MA. Efficacy of

polyanionic collagen matrices for bone defect healing. J Biomed Mater Res
B Appl Biomater. 2004;71(2):355-9.
24.

Fuerst G, Reinhard G, Tangl S, Mittlbock M, Sanroman F, Watzek G.

Effect of platelet-released growth factors and collagen type I on osseous
regeneration of mandibular defects. A pilot study in minipigs. J Clin
Periodontol. 2004;31(9):784-90.
25.

Mizuno M, Shindo M, Kobayashi D, Tsuruga E, Amemiya A, Kuboki

Y. Osteogenesis by bone marrow stromal cells maintained on type I
collagen matrix gels in vivo. Bone. 1997;20(2):101-7.
26.

Lee JH, Lee KM, Baek HR, Jang SJ, Lee JH, Ryu HS. Combined

effects of porous hydroxyapatite and demineralized bone matrix on bone
induction: in vitro and in vivo study using a nude rat model. Biomed Mater.
2011;6(1):015008.
27.

Lee S, Lee TA, Song SJ, Park T, Park B. Hyperproduction of IL-6

caused by aberrant TDP-43 overexpression in high-fat diet-induced obese
mice. FEBS Letters. 2015;589(15):1825-31.
28.

Yasui N, Sato M, Ochi T, Kimura T, Kawahata H, Kitamura Y, et al.

Three modes of ossification during distraction osteogenesis in the rat. J
Bone Joint Surg Br. 1997;79(5):824-30.
29.

Desbois C, Karsenty G. Osteocalcin cluster: implications for

functional studies. J Cell Biochem. 1995;57(3):379-83.
31

30.

Schmitz

JP,

Hollinger

JO.

The

Critical

Size

Defect

as

an

Experimental-Model for Craniomandibulofacial Nonunions. Clin Orthop
Relat R. 1986(205):299-308.
31.

Scarano A, Pecora G, Piattelli M, Piattelli A. Osseointegration in a

Sinus Augmented With Bovine Porous Bone Mineral: Histological Results in
an Implant Retrieved 4 Years After Insertion. A Case Report. J Periodontol.
2004;75(8):1161-6.
32.

Schwartz Z, Somers A, Mellonig JT, Carnes DL, Jr., Dean DD,

Cochran DL, et al. Ability of commercial demineralized freeze-dried bone
allograft to induce new bone formation is dependent on donor age but
not gender. J Periodontol. 1998;69(4):470-8.
33.

Bucholz RW, Carlton A, Holmes RE. Hydroxyapatite and tricalcium

phosphate bone graft substitutes. Orthop Clin North Am. 1987;18(2):32334.

32

Abstract

Effect of Beta-tricalcium
phosphate collagen block on
bone regeneration
1. Purpose
In case of bone loss due to tooth loss, periodontal disease,
aging, trauma, etc. if the alveolar bone is not regenerated,
functional and aesthetic problems occur. Therefore, various
bone graft materials are used for bone regeneration. Autograft
is ideal, but have limited drawbacks and can cause secondary
deficiencies in donors after harvest. Allograft does not require
surgery, but there may be differences in bone formation
depending on the condition of the bone donor. Xenograft is a
bone graft made by removing protein from bovine or swine
bone. It is not limited in amount compared to autograft or
allograft, but have a low limit of biodegradability. Synthetic
bone grafts can be mass-produced and controlled in physical
properties and there is no risk of cross-infection, but it has
33

limitations such as low biodegradability depending on the
material. Beta-tricalcium phosphate (β-TCP), a synthetic
bone graft, is an absorbent material that decomposes in vivo
and its bone formation ability has been demonstrated. However,
the biodegradability in vivo is high and the mechanical strength
is weak.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valuate the effect of
bone regeneration compared by β-TCP Collagen with Bio-oss
Collagen® in vitro and in vivo.

2. Methods

In vitro experimental groups were divided into 4 groups
depending on scaffolds (control without any bone graft material,
Collagen plug, β-TCP Collagen, and Bio-oss Collagen® (Col),
n=3 per group). The biocompatibility of the scaffolds was
evaluated via a cell adhesion and growth assay. MC3T3 E1 cells
were seeded and cultured on the scaffold (Collagen plug, βTCP Collagen, and Bio-oss Collagen®) and on the bare plate
without scaffold as control, and proliferation of the adhered
cells was assessed via MTS assay for 1, 3 and 7 days. MC3T3
E1 cells were cultured in GM for 2 days under the same
conditions as mentioned above, the medium was changed to BM,
34

and ALP activity was measured at 7, 14 and 21 days.
Quantitative

PCR

(qPCR)

was

used

for

evaluating

the

expression of osteogenic differentiation markers in MC-3T3
E1 such as alkaline phosphatase (ALP), collagen type I (Col),
osteocalcin (OCN) and bone sialoprotein (BSP). Glyceraldehyde
3-phosphate

dehydrogenase

(GAPDH) was used

as

the

housekeeping gene.
Twelve 9-week-old Sprague-Dawley rats with an average
weight of 250g ~ 300g were used for in vivo. A dentaltrephine bur was used under copious saline solution irrigation to
form a full-thickness calvarial defect. An 8-mm-diameter
defect was created on the rat parietal bone, and the control
graft or experimental graft was placed in the defect. The
experiments were classified into 3 groups: β-TCP Collagen
implanted group, Bio-oss Collagen® implanted group, and
Collagen plug implanted group. The animals were micro-CT at
1, 2, 4, 6, and 8 weeks and sacrificed at 8 weeks before
histological analysis.

3. Results
The biocompatibility of the scaffolds was evaluated via a ce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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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dhesion and growth assay. As the culture time increased,
there was an increase in the number of cells on control and
Collagen plug (p<0.05). Obvious cell proliferation was not seen
both in β-TCP Collagen and Bio-oss Collagen® with prolonged
incubation time. The cells cultured on Collagen scaffold
exhibited the highest ALP activity at Day 14 as compared with
others. The cells cultured on other scaffolds showed maximal
ALP activity at Day 14, whereas on β-TCP Collagen they
gradually increased with time, showing maximum activity at
Day 21. To investigate the effects of scaffolds on osteogenic
differentiation, the expression of osteogenic genes, including
Aalkaline phosphatase (ALP), Collagen type I (Col), Bone
sialoprotein (BSP) and osteocalcin (OCN), was verified by RTqPCR at Day 14, Day 21 and Day 28. Control and Collagen
scaffold showed higher expression levels of bone differentiation
markers as compared with mineral/Collagen composites
scaffolds. In comparison of β-TCP Collagen and Bio-oss
Collagen®, the cells cultured in the former showed 4 to 5-fold
superior expression levels of Col and BSP over those in the
latter.

In vivo, clear bone defects were observed at week 1 in a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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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roups. From week 2, the borderline of the bone defect was
blurred and bone formation from the edge to the center was
observed. In comparison with the percentage of bone volume,
Collagen plug group showed up to 11.47% at week 8, β-TCP
Collagen group and Bio-oss Collagen® group showed up to
69.54% at week 8, Bio-oss Collagen® group, it increased up to
67.08% at week 8.

Keywords : β-TCP Collagen block, biomaterial, synthetic bone,
Bio-oss Collagen, bone graft, osteogenes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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