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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론

있는 충전재’
(biocompatible filler)에 불과한
것으로 인정되고 있다12-14). 따라서 골친화성
이 보다 우수하고 골재생에 맞추어 적절히 흡
수되어 재생골으로 치환될 수 있는 흡수성 골
이식재가 필요한 상황이다.
최근에 들어서 새로운 개념의 조직재생시술
의 방법으로 조직공학의 개념과 기술이 제안되
고 있는데, 이것은 재생을 원하고자 하는 조직
으로 부터 세포를 분리·배양하고 적절한 생체
재료에 접종하여, 증폭·배양함으로써 인공적
으로 조직을 형성하는 기술이다15-17). 조직공
학의 기법을 위해서는 해당조직세포를 접종·
배양할 세포지지체가 필요하며 이는 조직적합
성이 뛰어나고 세포접착성이 우수한 생체재료
이어야 한다. 현재 골형성을 위한 세포지지체로
서 연구되고 있는 예로서, 교원질 matrix18, 19),
poly(glycolic acid) mesh(PGA) 20, 21) ,
poly(lactic-co-glycolic
acid)
2
2
)
foam(PLGA) , calcium phosphate ceramics23-25), poly(lactide/glycolide)/hydroxy
a p a t i t e ( P L G A / H A ) 2 6 ) 및 p o l y p h o s phazenes27)등이 제시된 바 있지만, 이들 역시
아직은 해결되지 않은 문제점들을 안고 있어서

골 결손부의 회복을 위해 자가골이나 동종골
을 이식하는 방법은 오래 전부터 이용되어 왔
고 현재에도 가장 일반적인 골이식술의 방법이
되고 있다. 하지만, 자가골의 경우는 공여부위
의 이차적 수술이 필요하고 충분한 양의 골을
얻기가 쉽지 않다는 단점이 있고, 동종골의 경
우에도 가능성은 적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지만
일부 전염성질환의 전이가능성이 여전히 상존
해 있다. 이러한 문제들 때문에 충분한 양을 쉽
게 얻을 수 있고 질병의 전염가능성이 없는 인
공합성골이 오래전부터 개발되어 사용되고 있
다. 대표적인 인공함성골로서 hydroxyapatite(HA)1-3), tricalcium phosphate(TCP)4,
5) 등의 인산칼슘계 이식재와 p o l y m e r6-8) ,
bioglass9), calcium carbonate10, 11) 등의 이식
재들이 사용되고 있고, 이들을 이용한 일부 성
공적인 임상결과들이 보고되고 있다. 하지만 이
들에 대한 최근의 평가들을 보면, 조직학적으로
이들은 진정한 의미의 골유도성은 없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으며 대부분은 결합조직 개재에 의
해 골조직과는 분리되는 단순히‘생적합성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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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적인 연구가 필요한 상황이다.
Calcium
metaphosphate(CMP;
[Ca(PO3)2 ]n)는 monocalcium phosphate
[Ca(H2PO4)2]를 열분해시켜 얻을 수 있는데
이것은 무기질 고분자로서 4개이상의 동질이
상( α
,β
,γ
, δ)이 있고 모두[-O-P-O-]를 골
격으로 하는 쇄상구조를 갖는다. 이 중에서 쇄
상의 길이가 가장 길고 생화학적으로 가장 안
정한 β형의 CMP는 열처리 방법에 따라 비정
질 혹은 결정질을 얻을 수 있고 제조방법에 따
라 혹은 CMP상에 따라 생분해속도를 조절할
수 있다28, 29).
본 연구에서는 CMP의 골이식재 및 조직공학
적 골형성을 위한 세포지지체로서의 응용가능
성을 평가하기 위하여, 다공질의 CMP 블록을
제작하고 이를 가토의 피하, 근육 및 골 내에 이
식하고 생체반응을 조직학적으로 관찰하였다.

후 2% 리도카인으로 국소 침윤마취를 부가적
으로 실시하였다.
(1) 골 내 이식

소독된 두피에 전후방향으로 직선의 절개선
을 가하여 두피와 골막을 절개하였다. 골막을
박리하고 두피와 골막을 젖혀 두개골을 노출시
킨 후, 8-mm 직경의 trephine bur(3i implant
innovation, USA)를 이용하여 뇌막에 손상을
주지 않도록 주의하면서 좌우의 측두골에 2개
의 원형 골 결손부를 형성하였다. 형성된 골 결
손부 중 한 측은 CMP블록을 이식하고 다른 측
은 이식하지 않은 채 골막과 두피를 흡수성 봉
합사와 수술용 실크로 봉합하였다.
(2) 피하 이식

소독된 등의 피부에 2cm 정도의 절개를 가하
고 수술용 가위를 이용하여 피하결합조직을 충
분히 dissection하여 공간을 얻은 후 CMP블록
을 이식하고 입구를 수술용 실크로 봉합하였다.
6마리 가토의 등에 각 2개씩의 CMP블록을 피
하 이식하였다.

II. 재료 및 방법
1. 다공질 CMP 블록의 제조
무수 Ca(H2PO4)2를 condensation 하여 무결
정의 Ca(PO3)2를 얻고 이를 용융하고 냉각시
킨 후 분쇄하여 CMP powder를 얻었다. 다공
성의 CMP블록은 이와 김30)이 기술한 바의
polyurethane(PU) 스펀지를 이용하여 PU를
소환하는 방법으로 sponge 형태의 0.3-1mm
의 소공의 크기를 가지는 다공질 CMP블록
(Figure 1)을 제작하였다.

(3) 근육 내 이식

소독된 다리의 대퇴부에 4 cm 정도의 절개를
가하고 수술용 가위를 이용하여 피하결합조직
을 박리하고 근육을 노출시킨 후, 다시 근육을
hemostat와 수술용 가위를 이용하여 근섬유결
을 따라 dissection 하여 공간을 얻은 후 CMP
블록 근육 내에 이식하였다. 매식후 입구의 근
섬유들을 흡수성 봉합사로 봉합하고 상부의 피
부를 다시 수술용 실크로 봉합하였다. 6마리의
가토에 2개의 CMP블록을 좌우의 대퇴부에 각
각 이식하였다.

2. 다공질 CMP블록의 가토 조직내 이식
6마리의 웅성 가토(Newzealand White
rabbit)에 30mg/㎏의 용량으로 염산 자일리진
(RompunⓇ, 한국바이엘, 한국)과 염산 케타민
(KetalarⓇ, 유한양행, 한국)을 혼합하여 복강주
사로 마취하고, 두부의 정수리부분, 등 및 다리
의 털을 깎고 potadine과 hibitane으로 소독한

3. 조직학적 관찰
이식 후 4주 및 6주에 각각 3마리씩을 희생
하여 두개골, 피하 및 근육에 이식된 CMP블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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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인접한 조직과 함께 절제해 낸 후 중성포르
말린에 고정하였다. 통법에 따라 수세 및 탈수
하 고
supurred low viscosity
media(Polyscience Inc, USA)로 포매한 후
Exakt cutting and grinding system(ExaktApprateb, Germany)으로 절단·연마하여 비
탈회연마표본을 제작였다. 제작된 표본은

multiple 염색 및 HE 염색을 시행한 후 광학현
미경하에서 조직학적 관찰을 실시하였다.

Figure 1. Photograph of porous CMP block

Figure 2. Control group after 6 weeks of healing
in rabbit calvarial defect. Figure illustrates the whole defect. Between the
wound edges(arrows), the defect is
filled with thin loosely organized connective tissues. New bone is localized

Figure 3. CMP group after 4 weeks of healing
rabbit calvarial defect. Figure illustrates
the whole defect. Between the wound
edges(arrows),
grafted
CMP
matrices(open arrows) are seen. Bone
regeneration is limited to the defect

Figure 4. CMP group after 4 weeks of healing in
rabbit calvarial defect. Figure illustrates
CMP matrix(C) in the defect. Young
osseous tissues(arrows) are deposited
on the CMP matrix. m indicates mar-

III. 결과
1. 두개골 결손부에서 CMP의 조직반응
수술 4주 및 6주 후의 소견에서 이식하지 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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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5. CMP group after 6 weeks of healing in
rabbit calvarial defect. Figure illustrates
the whole defect. Between the wound
edges(arrows), significant new
bone(open arrows) is regenerated and
mingled
with
grafted
CMP

Figure 6. CMP group after 6 weeks of healing in
rabbit calvarial defect. Figure illustrates
CMP(C) matrix in the defect.
Regenerated bone(*) is apposed
directly to CMP matrix. Some regenerated bone(open arrows) infiltrates into
and is mingled with CMP matrix being

Figure 7. Tissue response of CMP in rabbit subcutaneous tissue, 4 weeks after
implantation. Fibrous connective tissue
lined along the CMP matrix(C) surface.
A few inflammatory cells are seen but
no significant adverse reaction is
observed. Hematoxylin and eosin stain,

Figure 8. Tissue response of CMP in rabbit subcutaneous tissue, 6 weeks after
implantation. Any inflammatory infiltration or adverse reaction is not seen.
CMP matrix(C) is well adapted in
fibrous connective tissue. Hematoxylin

은 대조군의 결손부는 대부분 섬유성 결합조직
으로 치유되고 있었고 대조군 6주의 소견에서
는 결손부 말단으로부터 일부의 신생골이 자라
나고 있었다(Figure 2). CMP 블록이식군에서
는 이식 4주 경과후에 결손부는 대부분 결합조

직으로 채워져 있었으나 이식한 CMP주위로 활
발한 세포증식과 더불어 골양조직이 침착되는
소견이 관찰되었다(Figure 3, 4). CMP이식 6
주후의 결과에서는 결손부 내부에 이식한 CMP
와 융합하여 신생골 형성이 활발하게 일어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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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9. Tissue response of CMP in rabbit thigh
muscle, 4 weeks after implantation.
Fibrous connective tissue surrounds the
CMP matrix(C). A few inflammatory
cells infiltrate but no significant
adverse reaction is seen. Hematoxylin

Figure 10. Tissue response of CMP in rabbit thigh
muscle, 6 weeks after implantation.
Thin fibrous connective tissue(*)
encapsulates the CMP matrix(C). M
marks muscle fiber. Hematoxylin and

관찰되었는데, 고배율 관찰결과 이식한 CMP와
직접 접촉하여 신생골 침착이 일어나고 있었고,
이식한 CMP는 분해되면서 신생골 침투와 함께
융합되는 소견이 확인되었다(Figure 5, 6).
2. 피하 결합조직 내에서의 조직반응

명확해지면서 주위조직에 의해 융화되는 소견
을 보이고 있었다(Figure 10).

IV. 고찰
본 연구에서 시험된 CMP는 [-O-P-O-]를
골격으로 하는 쇄상구조를 갖는 무기질 고분자
이다. 이는 열처리방법과 제조공정에 따라 여러
가지 형태로 가공이 가능하고 흡수속도도 조절
이 가능하다28, 29). 이 연구에서 제작한 다공질
의 CMP 블록은 골이식재 뿐만 아니라 조직공
학을 위한 세포지지체로서 응용할 목적으로 개
발되었다.
골이식재료는 기본적으로 면역반응이나 염증
반응을 야기하지 않는 생적합성, 재생골로 적절
히 치환될 수 있는 흡수성, 골전도성이나 골유
도성, 소독가능성, 방사선 불투과성, 골과 비슷
한 강도, 경제성 등이 요구된다31-33). 이러한 이
유에서 골과 화학적 성분이 유사한 재료를 찾
게 되었고 HA 나 TCP 등의 칼슘인산계 세라
믹재료가 합성골이식재로서 가장 많이 개발, 사
용되고 있다.
이 연구의 결과 CMP 블록은 골조직, 피하결

CMP 이식 4주후의 소견에서 일부 소수의 염
증세포 침윤이 관찰되기도 하였으나 별다른 이
물반응 없이 조직과 잘 융화하고 있었다
(Figure 7). 이식 6주후의 소견에서는 염증세
포는 거의 사라졌고 피하결합조직과 완전히 융
화되어 섬유아세포들이 CMP표면을 따라 잘 배
열하고 있고 부분적으로 구조가 무너지고 있는
공간으로도 결합조직이 침입하고 있었다
(Figure 8).
3. 근조직 내에서의 조직반응
CMP 이식 4주 후의 소견에서 소수의 염증세
포침윤이 보이기도 하였으나 별다른 이물반응
은 나타나지 않았으며 섬유성 결합조직으로 싸
여 있었다(Figure 9). 이식 6주후의 소견에서
는 CMP를 둘러싼 섬유성 결합조직층이 점차
근조직으로 대체되고 있었고 CMP의 경계가 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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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조직 및 근조직 내에서 별다른 이물반응이나
염증반응 없이 서서히 흡수되면서 조직과 잘
융화되는 소견을 보이고 있는데, 특히 골 결손
부에서 신생골과 직접적인 접촉에 의해 골조직
과 융합되는 소견은 상당히 인상적이다. 이전에
제안되어 사용되고 있는 기존의 골이식재인
HA나 TCP 등이 골 결손부 내에 이식시 결합
조직개재에 의한 섬유낭에 싸이는 바의 소견을
비교하면 이 CMP의 골 내 반응은 상당히 다른
양태를 보여주고 있는데 이것은 이들 재료 보
다 CMP가 골친화성 및 골전도성이 월등히 우
수하다는 것을 시사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이
러한 결과들로 볼 때 CMP가 흡수성 골이식재
로서의 여러 가지 요건을 갖춘 이상적인 재료
로 기대된다.
조직공학적 골형성을 위한 세포지지체로서의
요구조건으로 Ishaug 등은 몇가지 요건을 제시
한 바 있는데, 즉 골아세포에 대한 부착성, 숙주
의 혈관조직이 침투할 수 있고 골아세포의 공
간적 증식이 가능한 다공성의 3차원적 구조, 생
분해성이 있어야하고 그 분해산물은 부작용 없
이 쉽게 대사, 배설되어야 한다22). 골아세포의
3차원적 배양을 위한 세포지지체로서 교원질18,
19), PGA20, 21), PLGA copolymer22), calcium
phosphate ceramic 23-25) 및 polyphosphazenes26) 등의 여러 가지 재료들이 이용되어
왔지만, 이들 재료 역시 몇 가지 문제점을 안고
있다. 교원질의 경우에는 강도가 약하고 흡수속
도를 조절하기 어려운 점이 있고, 대개 이종이
나 동종개체로부터 추출하여 사용하기 때문에
면역반응을 야기할 수 있는 문제점이 있다.
PGA mesh의 경우도 강도가 약하고 100㎛ 정
도의 아주 얇은 판상이기 때문에 큰 골 결손부
에는 사용이 어려운 단점이 있다. PLGA
copolymer의 경우는 소수성이 커서 세포지지
체 심부까지 배지의 확산 및 침투가 어려운 단
점이 있다. 기존의 ceramic matrix의 경우는
자연골과 유사한 화학조성 때문에 생체친화성
이 좋은 장점은 있으나, 분해속도가 너무 느리

기 때문에 이식부위에서 형성될 골조직에 물리
적 장애요인이 될 수 있다. polyphosphazene
은 현재 새로운 물질로서 시험중인 단계여서
아직은 더 연구가 필요한 상황이다.
이 연구에서 시험된 CMP블록은 조직내 생체
적합성이 우수하고 골친화성이 뛰어남이 확인
되고 있다. 특히 CMP는 제조공정의 변화를 통
해 흡수속도를 충분히 조절할 수 있는 장점이
있어서 기존의 세라믹재료가 안고 있는 흡수속
도가 지나치게 느린 단점을 보완할 수 있다. 이
연구에서는 PU를 소환하는 방법으로 제작하였
는데 PU의 형태 즉 fiber의 굵기나 소공의 크기
를 달리하면 원하는 바의 다공성 구조를 자유
롭게 얻을 수 있어서 필요에 따라 세포지지체
의 용도로 다양한 형태로의 제조가 가능하다.
또한 미세 소공을 갖는 과립형의 입자로도 제
조가 가능하여 치주병소와 같은 작은 골 결손
부를 위한 이식재로도 응용이 가능하다.
이 연구에서는 우선 CMP의 조직반응을 확인
하려는 의도에서 이루어졌기에 장기적인 관찰
에 의한 CMP의 흡수과정과 임계크기의 골 결
손부34)에서의 재생된 신생골의 정량적인 측정
이 이루어지지는 못하였다. 따라서 골이식재로
서의 가능성을 평가하기 위해서는 조절된 동물
실험모델하의 임계결손부에서 기존의 골이식
재와의 비교연구와 장기적인 관찰에 의한 흡수
과정등에 관한 관찰이 계속되어야 할 것으로
보며, 이러한 연구에 기초하여 여러 형태로 가
공하여 골이식재로서의 개발가능성이 타진되
어야 할 것이다. 또한 조직공학을 위한 세포지
지체로서의 가능성을 평가하기 위하여는 효과
적인 세포부착, 증식 및 골조직형성을 위한 소
공의 크기조절 및 전체적 구조의 설정에 관한
계속적인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V. 결론
이 연구에서는 무수 Ca(H2PO4)2를 condensation 하여 얻은 무결정의 Ca(PO3)2를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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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하여 다공질 CMP블록을 제작하고 골이식재
및 조직공학적 골형성을 위한 세포지지체로서
의 응용가능성을 평가하기 위하여 이를 가토의
피하, 근육 및 골 내에 매식하여 생체반응을 조
직학적으로 관찰하였다. 관찰결과, CMP는 피
하 및 근조직 내에서 별다른 이물반응 없이 서
서히 분해되면서 주위조직과 잘 융화되고 있었
다. 골 결손부에 이식된 CMP는 이식 4주후의
결과에서 그 주위로 활발한 세포증식과 더불어
골양조직이 침착되는 소견이 관찰되었으며, 6
주후에는 결합조직의 개재 없이 CMP기질에 직
접 접촉된 신생골 형성이 확인되었다. 이러한
결과는 CMP의 골친화성 및 골전도성이 아주
우수함을 나타내는 것으로, 이 재료가 골이식재
로서 뿐만 아니라 조직공학을 위한 세포지지체
로서 적합한 재료로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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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observation were performed at 4 and 6
weeks later. CMP blocks in subcutaneous
tissue and muscle were well adapted without any adverse tissue reaction and
resorbed slowly and spontaneously.
Histologic observation of calvarial defect at
4 and 6 weeks revealed that CMP matrix
were mingled with and directly apposed to
new bone without any intervention of
fibrous connective tissue. CMP blocks didn't
show any adverse tissue reaction and
resorbed spontaneously also in calvarial
defect. This result revealed that CMP had a
high affinity for bone and was very biocompatible. From this preliminary result, it
was suggested that CMP was a promising
ceramic as a bone substitute and tissue
engineering scaffold for bone formation.

Biocompatibility and Bone
Conductivity of
Porous Calcium Metaphosphate
Block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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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hile calcium phosphate ceramics meet
some of the needs for bone replacement,
they have some limitation of unresorbability
and fibrous encapsulation without direct
bone apposition during bone remodelling.
To address these problem, we developed a
new
ceramic,
calcium
metaphosphate(CMP), and report herein
the biologic response to CMP in subcutaneous tissue, muscle and bone. Porous CMP
blocks were prepared by condensation of
anhydrous Ca(H2PO4)2 to form non-crystalline Ca(PO3)2. Macroporous scaffolds
were made using a polyurethane sponge
method. CMP block possesses a macroporous structure with approximate pore size
range of 0.3-1mm. CMP blocks were
implanted in 8 mm sized calvarial defect,
subcutaneous tissue and muscle of 6
Newzealand White rabbits and histologic

Key Words: biocompatibility, bone conductivity, calcium metaphosphate, bone
substitute, tissue engineering scaffol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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