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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론

골다공증 (Osteoporosis)은 골의 구조 변화와 양의 감소

로인해골이약해져서부서지기쉽고, 골이소실되는질

환이다.1 골다공증은 폐경기 이후의 여성, 특히 50~65세

여성의 경우 약 25%에서 나타나는데, 난소의 기능 정지

로인해에스트로겐분비가감소혹은정지하여골조직

이 미세 구조적으로 성질이 저하되고 골질이 감소되는

특징을 보이는 골격의 기능 이상이다.2 에스트로겐이 폐

경기 이후 골 소실을 방지하고 골의 항상성을 조절하는

역할을한다고알려져왔다.3-4 따라서골다공증을예방하

고 폐경기 증상을 치료하기 위한 방법으로 에스트로겐

호르몬을사용하기도한다.5-6 

이러한 골다공증 환경이 구강 내 골 소실을 유발하는

지에 한의견은아직도불분명하다.7 그러나몇몇실험

과임상적연구에서골다공증인환자가구강내골조직

에서도 그 증상이 나타났다는 것을 발표한 바 있다.8

또한 그들의 연구에 의하면 폐경기 여성에서 치아 상실

유발이 전신적 골질의 감소와 연관성이 있다고 보고하

다.9-10 Kribbs는골다공증인환자들이같은나이 의정

상인 사람들보다 초기 치아 상실 위험이 높았다고 보고

하 다.11 또한 von Wewern 등은에스트로겐분비감소가

치주 질환을 촉진하는 요소로 작용하여 치조골 소실을

유발한다고보고하 다.12 

골다공증환자들의구강내골소실및치아상실등으

로 인한 기능적, 심미적 불편함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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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목적: 난소절제술을시행하여골다공증을재연한쥐의두개결함부에골이식시정상쥐와어떠한골재생능력차이를보이는지

비교하고자한다.

연구재료 및 방법: 20마리의 쥐를 2 그룹으로 각 10마리씩 나눈다. 그 중 10마리만 난소 절제술을 시행하고 7주 후 20마리 모두 두개골

에 8 mm 직경의 임계 크기의 결함을 형성한 후 OSTEONTM을 이식한다. 그 후 4주 후 모두 희생하여 조직학적 조각을 형성하여 방사선

학적및조직형태학적분석을시행한다. 

결과: Ovariectomy & OSTEONTM군과 Non-Ovariectomy & OSTEONTM군과의 신생골 형성 넓이의 효과 검증 결과, Ovariectomy & OS-

TEONTM군은 평균 넓이는 19660.93 ± 17207.68 ㎛으로 Non-Ovariectomy & OSTEONTM군의 69793.57 ± 33227.17 ㎛에 비해 적어진 것으

로 나타났으며, 이러한 차이는 통계적으로도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t = -4.237, P < .01). 따라서 Ovariectomy & OSTEONTM군의 new

bone formation 넓이가 Non-Ovariectomy & OSTEONTM군에비해작아진것을알수있다.

Ovariectomy & OSTEONTM 군과 Non-Ovariectomy & OSTEONTM 군과의 알칼리 포스파타아제의 효과 검증 결과, Ovariectomy & OS-

TEONTM군은 ALP는 평균 163.90 ± 61.44 IU/L으로 Non-Ovariectomy & OSTEONTM군의 58.40 ± 18.30 IU/L에 비해 크게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러한차이는통계적으로도유의한것으로나타났다 (t = 5.204, P < .001). 따라서 Ovariectomy & OSTEONTM군의 ALP 수치

가 Non-Ovariectomy & OSTEONTM군 ALP 수치보다높아진것을알수있다.

결론: 본실험을통해골다공증이유발되면골재생능력이감소한다는것을결론지을수있다. ( 한치과보철학회지 2008:46:335-3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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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랜트식립및골이식등의치료가필요한실정이다. 골

이식에서먼저선택될수있는골재료는자가골일것이

다. 자가 골은 구강 내, 외에서 모두 채취가 가능하다. 자

가골의장점은혈관재생이빠르고, 감염의위험이적고,

자가 면역 작용이 가능하고, 추가적인 비용이 적게 든다

는 것이다. 하지만 이러한 장점에도 불구하고 골 채취양

의한계와공여부의불편함, 긴수술시간, 추가적인수술

에 한환자들의공포등의이유로자가골이식술은제

한적으로 시행되고 있다. 따라서 자가 골 신 사용하기

간편하고 양에 제한을 받지 않는 다양한 인조 골 (동종

골, 이종골, 합성골)이사용되고있는실정이다. 이중임

상적으로합성골이골결손부를재건하거나흡수된치

조제를증강시키고자할때골재생을위한비계로자주

사용한다. 

하지만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정상인들과 달리 골다

공증인 사람들은 골 조직의 반응 정도가 낮다고 보고되

고있으며그효과도떨어질수있다는평가를받고있다.

이러한 이유 때문에 임상적으로 적용하기 위해서는 이

를실험을통해확인할필요가있으리라사료된다. 

따라서 본 연구의 목적은 난소 절제술을 시행한 쥐에

서 7주가 지나서 어느 정도 골다공증이 이루어진 후 쥐

두개골에한개의임계크기의결함을형성하여합성골

을이식해서정상적인쥐와골재생능력차이를검증하

고자 한다. 이 실험의 결과를 토 로 골다공증인 환자에

게골이식할때의한계점및추가적인고려사항을제시

하고자함이다. 

연구재료 및 방법

연구 동물

본 연구는 고 안산 병원 동물 실험실에서 실험한 것

이다. 7~8주된 암컷 쥐 (SD rat, 230~270 g)를 선택하 다.

본 실험에 들어가기 전에 우리에서 약 2주 동안 순응 기

간을 거쳐서 급격한 환경 변화에 한 스트레스와 수술

후 받을 수 있는 스트레스를 최 한 분산하여서 실험에

한변수를최소화시켰다. 총 20마리의쥐중 10마리는

실험 군으로 난소 절제술을 시행하 고 나머지 10마리

는 조군으로난소절제술을시행하지않았다. 

실험쥐의 두개골에 8 mm 직경의 임계 크기의 결함을

한 개씩 중앙부에 형성한다.13 임계 크기의 결함이란 각

동물의종에따라일정기간후에도치유되지않는골결

함의최소크기를의미한다.14

두개골에 형성된 결함 부에는 합성골인 OSTEONTM을

이식하 다. 따라서 그룹 1은 난소 절제술을 시행하고

OSTEONTM을 이식하 고, 그룹 2는 난소 절제술을 시행

하지않고OSTEONTM을이식하 다. 

연구 재료

OSTEONTM (Genoss Co, Seoul, Korea)은 인체의 뼈와 유

사한구조를가지며골전도성을지닌합성골로하이드

록시아파타이트 (HA)와 베타 트리칼슘 포스페이트 (β-

TCP)가 각각 70%와 30%비율로 이루어져 있다. 본 실험

에서는입자크기가0.5-1.0 mm인것을사용하 다. 

난소 절제술

9 ~ 10주된암컷쥐 (350 g)를전신마취를하기위해케

타민 (0.4 ml/kg ; Yu-han Co, Seoul, Korea)과럼푼 (0.2 ml/kg

; Bayer Co, Seoul, Korea)을 혼합하여 근육 주사로 주입하

다. 마취된 쥐의 복 측을 상부로 가게 눕힌 후 양측에

있는 난소를 제거하기 위해 각각 약 2 cm 정도의 절개선

을그어난소를노출시켰다 (Fig. 3). 난소를절개할때연

결된 혈관이 터지지 않도록 조심스럽게 결찰 하여 난소

를 제거한다. 그 후 복강 내로 혈관을 재 위치시킨 후 절

개선을 봉합해서 난소 절제술을 완료한다. 수술 후 감염

방지를위해서젠타마이신 (0.05 mL/mg; Daesung Labs Co,

Korea)을근육주사로주입하 다.

골 이식

난소절제술을시행한후 7주가경과한시기에총 20마

리의 쥐에 골 이식수술을 시행하 다. 먼저 난소 절제술

시와 같은 방법으로 전신마취 시킨 후 머리부위를 제모

하고 지혈을 목적으로 2%리도카인 (1:10만 에피네프린

함유)을 주입하고 베타딘으로 소독 처리하 다. 절개선

은 두개골을 노출시키기 위해 머리 중앙부에 길게 형성

하 다. 피부와 골막을 조심스럽게 찢어지지 않도록 거

상하여 양측으로 견인하 다. 노출된 두개골 중앙부에

직경 8 mm의트레파인드릴을이용하여주수하에원형

의임계크기의결함을형성하 다 (Fig. 4). 그후약 1.25

g의 OSTEONTM을 이식하 다 (Fig. 5). 이식이 완료된 후

이식된 골편이 이탈하지 않도록 주의하여 골막과 피부

를각각층별로봉합을하여수술을마무리하 다. 또한

술 후 감염예방을 위해 젠타마이신을 근육 주사로 주입

하 다. 골 이식 수술을 한 20마리의 쥐는 4주 후 희생하

다. 김등15의기존쥐실험에서골이식후4주째에난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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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제술시행한쥐와정상쥐간에신생골차이가비교적

크게 나타난다는 결론을 바탕으로 희생 시기를 결정하

다. 

조직형태학적 분석

쥐를 희생시켜서 골 이식한 결함 부위를 깨지지 않도

록주의해서주위자가골일부를넓게포함시켜서골샘

플을 채취하 다 (Fig. 6). 이 골 샘플은 72시간동안 10%

포르말린에 고정시키고 4시간 동안 질산으로 탈회 처리

를시행하 다. 그후각골조직들은파라핀에묻어서약

4 ㎛두께로시상축으로절단하 다. 이슬라이스는 HE

로염색하고광학현미경으로관찰하 다.

컴퓨터프로그램을이용한조직구조적분석을시행하

여결함부위에생성된골양을측정하 다. 각조직시편

의 이미지를 분석하 다. 이미지 촬 은 올림푸스 디지

털 현미경 카메라 (OLYMPUS, BX51)를 이용하 고

Image Pro Plus 5.1 (Media Cybernetics, LP, Silver Spring, MD)

을이용해서분석했다.

알칼리 포스파타아제 분석

쥐를희생하는날혈액샘플 (약 2 ml)을채취하여원심

분리 (PLACONTM, Oscotec; Korea)를 시행하여 혈장성분

만을 추출하여 알칼리 포스파타아제 (ALP)의 혈장 농도

를측정하 다. 

통계 분석

통계처리는 SPSS 12.0 (SPSS for Windows version, Seoul,

Korea)을사용하 고, 분석방법은난소절제술을시행한

후 OSTEONTM을 이식한 군 (OVX & OSTEONTM)과 난소

절제술을시행하지않고OSTEONTM을이식한군 (NOVX

& OSTEONTM)의 신생 골 넓이 비교, 알칼리 포스파타아

제의 수치 비교는 t-test를 실시하 으며, 신생 골 넓이와

알칼리포스파타아제의관련성을살펴보기위해상관분

석 (Correlation Analysis)을실시하 다.

통계분석의 유의성 검증은 P < .05 수준에서 실시하

다.

결과

광학현미경으로확인한조직사진에서난소절제술을

시행한후OSTEONTM을이식한군은자가골주위와이식

된 골 주변에도 약간의 골이 생성되었음을 알 수 있다.

(Fig. 7, 8) 하지만 난소 절제술을 시행하지 않고

OSTEONTM을이식한군에서관찰되는골의양 (Fig. 9, 10)

과비교하면적다는것을확인할수있다. 

Table I에서 보는 바와 같이 난소 절제술을 시행한 후

OSTEONTM을이식한군과난소절제술을시행하지않고

OSTEONTM을 이식한 군과의 신생 골 넓이의 효과 검증

결과, 난소 절제술을 시행한 군은 평균 넓이는 19660.93

± 17207.68 ㎛으로 난소 절제술을 시행하지 않은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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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I. Results for New Bone Formation (Unit: ㎛)

Group N Average SD t P
OVX & OSTEONTM 10 19660.93 17207.68

-4.237 .001
NOVX & OSTEONTM 10 69793.57 33227.17

Table II. Results for Alkaline Phosphatase level (Unit: IU/L)

Group N Average SD t P
OVX & OSTEONTM 10 163.90 61.44 

5.204 .000
NOVX & OSTEONTM 10 58.40 18.30

Table III. Correlation Analysis between New Bone Formation and Alkaline Phosphatase level

Alkaline Phosphatase level

New Bone Formation area
-0.633

(P =  .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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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9793.57 ± 33227.17 ㎛에 비해 적어진 것으로 나타났으

며, 이러한 차이는 통계적으로도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

다 (t = -4.237, P < .01). 따라서 난소 절제술을 시행한 후

OSTEONTM을이식한군의신생골넓이가난소절제술을

시행하지않고OSTEONTM을이식한군에비해작아진것

을알수있다.

난소절제술을시행한후OSTEONTM을이식한군과난

소절제술을시행하지않고 OSTEONTM을이식한군과의

알칼리 포스파타아제의 효과 검증 결과, Table II에서 보

는 바와 같이 난소 절제술을 시행한 후 OSTEONTM을 이

식한 군은 알칼리 포스파타아제는 평균 163.90 ±

61.44IU/L으로 난소 절제술을 시행하지 않고 OSTEONTM

을이식한군의 58.40 ± 18.30IU/L에비해크게높아진것

으로 나타났으며, 이러한 차이는 통계적으로도 유의한

것으로나타났다 (t = 5.204, P < .001). 따라서난소절제술

을시행한후OSTEONTM을이식한군의알칼리포스파타

아제수치가난소절제술을시행하지않고 OSTEONTM을

이식한 군 알칼리 포스파타아제 수치보다 높아진 것을

알수있다.

신생 골 넓이와 알칼리 포스파타아제 과의 관련성을

살펴보기 위해 상관분석을 실시한 결과, Table III과 같이

신생 골 넓이와 알칼리 포스파타아제 간에는 부 (-)의 유

의한상관관계 (r = -.633, P < .01)를보이는것으로나타났

다. 

고찰

최근 임플랜트 식립 시에는 현재 환자 상태에 따른 골

에타협하여식립하고비정상적인상하악관계를초래

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이상적인 보철물 제작과 정

상적인상하악관계를얻을수있도록임플랜트식립시

골이 부족하다면 추가적으로 골을 이식하는 술식이 많

이 사용되고 있다. 그에 따라 골의 종류, 사용법, 골 이식

시적응증, 금기증, 고려사항등골이식에 한관심이높

아지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서론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자가골, 동종골, 이종골, 합성골등이사용되는데본실

험에서는 감염 위험도 적고 비교적 가격도 저렴한 이유

로 보편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합성 골을 선택하여 실험

하게되었다. 

본연구는약 8주된 20마리의쥐중 10마리를선택하여

인위적으로 골다공증을 유발하기 위해 난소 절제술을

시행하 고두개골중앙부에한개의 8 mm 직경의임계

크기의 결함을 형성하고 합성 골을 이식하여서 난소 절

제술을시행하지않은정상쥐와골재생반응을관찰하

여 비교하는 실험이다. 본 연구의 의미는 쥐를 상으로

한 실험을 통해 임상적으로 골다공증이 있는 환자와 정

상인간에어떠한골반응차이를보일것이며, 이에따라

우리는 어떻게 처하고 무엇을 고려해야 할 것인가에

한답을얻고자하는것이다.

골다공증은 뼈의 크기나 용적은 같아도 뼈의 질량 자

체가매우적어진상태다. 이런상태는호르몬질환등여

러 질환의 증세로도 생기지만 보통은 뼈의 노화현상으

로 생긴 것이다. 골질의 감소는 당류부신피질호르몬의

과용, 만성 간질환, 알코올 중독, 헤파린 투여 후에 나타

난다. 가장 많이 발생하는 연령층은 폐경 후 여성들이고

그 다음은 남녀 모두 노인으로 노인성골다공증이다. 폐

경기 이후에 찾아오는 골다공증은 생리가 멎고 여성호

르몬인 에스트로겐 분비가 줄어들면서 바로 진행된다.

에스트로겐 분비 감소는 골 사의 에스트로겐 조절 인

자들의 메커니즘과 관련이 있다. 에스트로겐 결핍 시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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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 Alkaline Phosphatase level 

(Number 1~10 rat was ovariectomized).

Fig. 2. New Bone Formation area 

(Number 1~10 rat was ovariectomized). 

Alkaline Phosphatase level (IU/L) New Bone Formation are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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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2개의 주요 골 분자인 Receptor Activator of Nuclear

factor Kappa βLigand (RANKL)와 Osteoprotegrin (OPG)이

감소하여골흡수인자인인터루킨-6, 인터루킨-1의작용

으로파골세포적골흡수를야기한다. 최근RANKL-OPG

의연결 axis가골재형성에서중요한역할을하고있다는

것이 밝혀졌다.16 Bell 등에 의하면 조골세포에서 생성되

는 RANKL가 파골 세포의 수용체인 RANK와 결합하여

파골세포가분화되는데, 조골세포에서생성되는 OPG가

RANKL와결합하여 RANKL-RANK 결합을차단하게되

어서 파골세포 형성과 골 흡수 작용을 억제한다고 보고

하 다. OPG는 에스트로겐, 골 형태 단백질, T-GFb 등에

반응하여조골세포에서형성된다.17

여러 연구에서 골다공증과 구강 내 골 흡수의 관계에

해서 조사하여 치조골 흡수가 건강한 사람보다 골다

공증환자에서더많이나타난다는결과를보고하 다.18-20

Cao 등22은난소절제술을시행한후피질골과골기둥의

양이 감소한다고 보고하 으며, 난소 절제술의 향으

로 하악골과 경구개로 칼슘이 침착되는 양이 감소한다

고발표하 다. Tanaka 등23은난소절제술을시행한쥐에

서상악구치부를발치한후치유과정에서골흡수양이

골생성양보다많기때문에새로운골생성양이현저히

줄어들었다고 보고한 바 있다. Bae 등24의 발표에 의하면

30세의 골다공증 여성과 50세의 정상적인 여성의 골 흡

수양이거의같고, 50세의폐경여성과 70세여성이거의

같다는 조사를 발표하 으며 이를 바탕으로 골 흡수양

은연령보다도난소의기능소실여부가더큰 향을미

친다고보고하 다. 또한 Wactawski-Wende 등13의보고에

따르면골다공증와치주염의연관성이분명하게보고되

었으며, Duarte 등25의 실험 데이터로 에스트로겐 결핍상

태에서치주염의진행이빠르다는것을알수있다. 

본실험에서난소절제술을시행하여인위적으로실험

쥐를 골다공증을 유발한다는 것을 전제로 하 다. 이를

증명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본 연구에서는 실

험쥐를희생시킬때채취한혈액샘플을통해혈장내알

칼리 포스파타아제 수치를 비교하여 증명하고자 하

다. 앞서제시한 Table II와 Fig. 1에서난소절제술을시행

한 쥐에서 알칼리 포스파타아제 수치가 높게 나타나는

것을 통해 골다공증이 유발되었음을 확인하 다. 이는

기존의몇몇연구의결과를전제로하 다.25,26 또한 Table

III을 통해 알칼리 포스파타아제의 증가와 신생 골간에

반비례적인상관관계를확인할수있었다.

본실험의결과만을바탕으로난소절제술을시행하여

7주가지난후골다공증이유발된쥐에서는신생골이정

상쥐에비해서적게나타난다는결론을내릴수있다. 이

는Fig. 2를통해그차이를확인할수있고앞서Table I에

서통계분석을통해검증한바있다.

이와같은결론을토 로임상에적용한다면정상인에

비하여 노화로 인한 노인성 골다공증이나 폐경기 이후

찾아오는여성골다공증을앓는환자의골평가및골이

식시신생골재생능력이저하될것을예상해야한다. 따

라서 임상 가들은 정확한 문진이나 진단을 통해 환자의

전신 상태를 정확히 파악해야 할 것이다. 또한 임플랜트

식립이나골재생유도등의골재생술식시에정상인에

비해한계가있다는것을직시하고그밖에다른부가적

인접근등이필요할것이라사료된다. 그중에서도골재

생을 촉진 할 수 있는 고 혈소판함유 혈장 (PRP)이나 골

형태재생단백질 (BMP) 등을적용한다면더좋은결과를

보일 것이다. 다양한 실험에서 고 혈소판함유 혈장는 많

은양의성장인자를함유하고있기때문에여러종류의

골 이식시 함께 적용하여 이식된 골질을 향상시키고 빠

른골재생을유발했다고보고하 다.27,28 또한골형태재

생단백질적용으로골질향상과높은골재생력이입증

된바있다.29-32

결론

본실험에서, 총 20마리의 10주된쥐중 10마리에난소

절제술을 시행하여 7주 후 골다공증을 유발한 상태에서

두개골에 8 mm 직경의 임계 크기의 결함을 형성하여

OSTEONTM를이식한후 4주째에희생하여신생골을확

인한결과정상쥐에비해유의한차이를보일정도로적

게관찰되었다. 따라서, 본실험을통해골다공증이유발

되면골재생능력이감소한다고볼수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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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 Rats were Ovariectomized. Fig. 4. Defect is critical size.

Fig. 5. Alloplastic Bone Materal (OSTEONTM) is

grafted.

Fig. 6. Rats were Sacrifed and Bone is grafted.

Sample was taken. 

Fig. 7. OVX & OSTEONTMgroup (×200) (This is

OSTEONTM bone particle area.) 

Fig. 8. OVX & OSTEONTMgroup (×200) (This is

host bone area.)

Fig. 9. NOVX & OSTEONTMgroup (×200) (This is

OSTEONTM bone particle area.) 

Fig. 10. NOVX & OSTEONTMgroup (×200) (This

is host bone a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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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mparison on New Bone Formation Between 

Ovariectomized Rats and Normal Rats After Graft of 

Alloplastic bone material

Jong-Won Lee, DDS, Jin-Su Ahn, DDS, MSD, PhD, Jae-Seok Ahn, MPH, Jae-Jun Ryu, DDS, MSD, PhD

Korea University Institute for Clinical Dental Research 

Purpose of study: To compare on bone formation between ovariectomized rats and normal rats after graft of alloplastic bone material.

Material and methods: Twenty female rats were used in this study. They were divided into two groups by each ten rats. One group was

ovariectomized and grafted alloplastic bone material. Other group was non-ovariectomized and grafted alloplastic bone material. After a

healing time of 4 weeks, the animals were sacrificed and decalcified preparations were routinely processed for histologic evaluations.

Results: Ovariectomy group was significantly lesser bone formation compared with non-ovariectomy group. Conclusions: Ovariectomy

acts as a negative factor in new bone form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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