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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is study was performed to investigate the expression ofgrowth
factortransforming growth factor(TGF)-β1in aratcalvarium defect
modelusingparticulatedentinand/orplasterofParis,andcorrelatethe
bone regeneration process with the histologic events. Thirty-two
Sprague-Dawleyratsweredividedinto4groupsof8animalseach.A 1.0
cm-sized calvarialdefects were made and the defectwas filled with
differentgraftmaterialsasfollows:GroupA,thedefectswerefilledwith
amixtureofparticulatedentinandplasterofPariswitha2:1ratio;Group
B,thedefectswerefilledwithplasterofParisonly;GroupC,defects
werefilledwithparticulatedentinonly;GroupD,untreatedcontrolgroup.
The animals were sacrificed at1,2,4,8 weeks afterimplantation.
Excised wound tissues were processed for histology,
immunohistochemistry and RT-PCR for the analysis of TGF-β1
expression.Geneexpressionof TGF-β1wasdetectedforallexperimental
groups.Thehighestgeneexpressionwasobservedinthespecimentaken
atthe firstweek after implantation in Group A.According to the
histologic and immunohistochemical studies, TGF-β1 positiv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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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steoblast-likecellswerefoundintheearly stageofhealing afterthe
implantationofparticulatedentinandplasterofParis.
These findings suggestthatTGF-β1 may be related to new bone
formationattheearlyhealingprocessaftertheimplantationofparticulate
dentinandplasterofPar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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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I...서서서 론론론

골 이식은 구강악안면 영역 결손부 수복에 널리 이용하고 있다1).골 이식
후에 일어나는 골 재생 과정은 염증반응,육아조직 형성,혈관신생,세포외
기질의 침착과 이들의 창상치유 과정으로 이해할 수 있다2).골 이식후 수복
은 신생골이나 이식재에 대한 숙주조직의 결합과정으로 골이 수복되는 기전
은 자가골,동종골,이종골 등 이식재의 종류에 따라 차이가 있다.경조직 결
손부 재건에 있어서 자가골 이식이 가장 이상적이라는 데에는 논란의 여지가
없다1,2).자가골 이식은 골형성,골유도 및 골전도 능력을 모두 갖고 있으면서
면역 거부 반응이 없고 빠른 치유를 보이는 장점이 있지만 채취량이 제한적
이고 이식후 불가피한 흡수와 공여부에 이차적인 결손을 유발하는 것이 최대
의 단점이다3).따라서 이와같은 자가골 이식의 단점을 보완하고자 동종골,이
종골 및 합성골이 개발되어 임상에서 널리 사용하고 있으며,더욱 이상적인
골대체 물질을 개발하고자 하는 많은 노력이 있어 왔다4-6).
골대체 물질 중에서 치아 회분말과 연석고의 혼합 매식은 생체친화성이 있
는 흡수성 재료이며 골전도(osteoconduction)의 치유과정을 나타낸다고 보고
되어 왔다1).치아 회분말은 얻기가 쉽고,주로 수산화인회석으로 구성되어 있
다.또한 연석고는 경제적이며 구입이 용이하고,멸균처리가 쉽고 빠르게 완
전히 흡수된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1-3,5).수산화인회석이 주성분인 치아 회
분말과 이식재의 안정성을 증가시키면서 골 치유를 촉진시킬 수 있는 연석고
를 적정 비율로 혼합한 생체재료는 구강악안면 영역에서 경조직 결손의 수복
이나 골유도 재생술 등에서의 사용 가능성과 차단막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가능성이 지금까지의 다양한 실험적 연구로 입증되었다1-5).
골 이식재는 골 전도 및 골 형성으로 고밀도의 신생골 형성을 유도하고,

신생골 형성을 포함한 창상치유 과정에서 성장인자가 관여하는 것은 잘 알려
진 사실이다7-10).골 결손부 치유과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성장인자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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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nectivetissuegrowthfactor(CTGF)7),bonemorphogenicprotein-4
(BMP-4)8),transforminggrowthfactor-β (TGF-β)8-10)등이 거론되지만,치
아 회분말과 연석고 매식 후 골 결손부 치유과정에서 이들 성장인자의 발현
에 관한 분자기전은 아직 미진한 상태이다.창상치유에서 중요한 조절인자인
TGF-β는 창상치유과정에서 결합조직 형성의 가장 강력한 자극신호로 작용
한다8-10).CTGF는 CCN family에 속하는 cysteine이 풍부한 분비성 펩타이드
로,섬유모세포와 혈관 내피세포에서 분비된다7).Urist11)에 의해 처음으로 명
명된 BMP는 비골격성 중배엽 세포들로부터 연골과 골형성을 유도할 수 있
는 능력을 갖고 있으며 골기질내에서 처음으로 확인된 다기능성 성장인자로
서 TGF-β군에 속하는 골유도 성장인자로서 알려져 있으며 통상적으로 단백
질 구조의 상동(homology)에 기초하여 몇 몇 아과(subfamily)로 분류된다12).
여러 가지 BMP아형들 가운데 염기서열이 서로 매우 가까운 것으로 알려진
BMP-2와 BMP-4는 신생골 형성 능력이 뛰어나서 골 대체물질 이식 후에
일어나는 신생골 형성에서도 이들이 중요한 조절 인자로 기대되고 있다8,10).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치아 회분말,연석고 및 이들 혼합재를 골 결손부에
매식한 후 일련의 치유과정에서 TGF-β1성장인자의 발현양상을 면역조직화
학적 및 역전사 중합효소연쇄반응으로 단백질의 분포와 mRNA의 발현을 확
인하여,이들 매식재를 통한 치유과정에서 성장인자의 신호이동을 이해하고
골 이식재를 이용한 신생골 형성 과정에서 골 형성을 촉진시키는 새로운 골
이식재의 개발을 위한 분자생물학적 기전을 확립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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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IIII...연연연구구구재재재료료료 및및및 방방방법법법

A.연구 재료
1.실험동물 및 실험재료
a.실험동물
동일조건 하에서 일정기간 사육한 체중 200g이상의 Sprague-Dawley

흰쥐 32마리를 암수 구별없이 사용하였으며,먹이와 물은 제한하지 않았다.

b.매식재료
(1)치아회분말
사람에서 발거된 상태가 양호한 치아들을 생리 식염수로 세척한 후,950

℃ 훠니스에서 회화하여 약제 분말기에서 100mesh(0.149mm)의 미세한 입
자 크기로 분쇄하여 매식재로 이용하였다.

(2)치과용 연석고
치과에서 주로 사용하는 연석고(plaster of Paris, calcium sulfate

hemihydrate,Gypsum Co.)를 구입하여 매식재로 사용하였다.

(3)치아회분말과 치과용 연석고의 혼합
치아회분말과 치과용 연석고를 무게비 2:1로 혼합하여 종이에 포장한 후,

ethylene-oxidegas로 멸균 처리하여 매식재로 이용하였다.

2.실험방법
a.매식재의 매식
염산 ketamine(90mg/kg)과 xylazine(10mg/kg)를 흰쥐의 대퇴부에 근육

주사하여 마취하고 감염방지 목적으로 gentamycin(5mg/kg)을 근육주사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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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수술부를 제모하고 소독하였다.2% lidocaineHCl(1:100,000epinephrine)
을 지혈목적으로 주사한 후,두개골 정중부를 절개하여 골막을 노출하였다.
노출된 두개골의 정중앙부에 #1/4roundbur를 이용하여 직경 1cm 크기의
원형 전층골 결손을 형성한 후,실험 A군(n=8)은 치아회분말과 치과용 연석
고를 무게비 2:1로 혼합하여 멸균한 이식재를 이식하였다.실험 B군(n=8)은
치과용 연석고를 이식하였으며,실험 C군(n=8)은 치아회분말을,대조군인 D
군(n=8)은 두개골 결손부에 아무런 이식을 시행하지 않았다.수술 후 철저하
게 창상세척 및 소독을 하였으며,골막을 포함하여 층별로 견고하게 봉합하
였다.

b.실험동물의 희생
매식 후 1,2,4및 8주째에 각군에서 2마리씩의 실험동물을 ether를 과

도 흡입시켜 희생시키고 실험부의 골시편을 채취한 후,1/2은 10% 중성
formalin용액에 고정하고,나머지 1/2은 질소탱크에 보관하여 RNA 및 단백
질 정제시 사용하였다.

B.연구방법
1.탈회 조직표본의 제작
채취된 조직은 10% 중성 포르말린에 3일간 고정시키고,5% formic

acid-sodium citrate방법으로 5일간 탈회하였다.통상의 방법으로 파라핀에
포매하여 4µm 두께의 조직절편을 제작하였으며,Hematoxylin-Eosin(H-E)
염색을 시행하여 광학현미경하에서 조직학적 양상을 관찰하였다.

2.면역조직화학 염색
골형성에 관여하는 성장인자인 TGF-β1의 발현을 면역조직화학 검사를 통

하여 분석하였다. TGF-β1에 대한 일차 항체는 monoclone antibod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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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SN4-2, Takara, Japan)를 사용하였다. 면역조직화학염색은 통상적인
peroxidase avidin-biotin complex법으로 약술하면 다음과 같다.Xylene,
acetone,100%,95%,75% alcohol을 사용하여 탈파라핀화 한 후 흐르는 물에
세정하였고,실온에서 5분간 0.4mg/mlProteinaseK (V302B,Promega)로
처리하고 TBS(Trisbufferedsaline,TBS999,ScyTek)완충액으로 전단계
에 남아 있는 시약을 실온에서 5분간 3회 세정하고,내인성 peroxidase의 활
성을 억제하기 위하여 3% H2O2로 실온에서 5분간 반응시켰다.다시 TBS세
정 후 streptavidinbiotinuniversaldetectionsystem을 사용하여 단백질 억
제 완충제(CatNo.2391,Immuotech)로 실온에서 10분간 반응 시킨후 TGF-
β1일차항체를 5µg/ml의 농도로 실온에서 90분간 반응시켰다.다시 TBS세
정 후 biotin표지 이차 항체로 실온에서 10분간 반응시키고 TBS 세정 후
streptavidinperoxiadase(CatNo.2391,Immunotech)로 실온에서 10분간 반
응시키고 TBS세정 후 실온에서 2분간 DAB로 발색한 후 증류수에 넣어 반
응을 정지 시켰다.그 후 대조염색으로 Mayer씨 hematoxylin (HMM500,
ScyTek)을 실온에서 20초간 처리하였다.면역조직화학염색 결과는 발현이 안
된 경우나 의심이 될 만한 경우를 +/-,정상 성숙골에 산재된 세포에서만 약
한 염색상을 보이는 경우를 미약한 발현 (+),염색상이 세포질 내에서 중등도
로 보이는 경우를 중등도 발현 (++),강한 세포질내 염색상을 보이는 경우를
강한 발현 (+++)으로 표시하여 각 시기별로 TGF-β1의 발현 정도를 분석하
였다.

3.역역역전전전사사사 중중중합합합효효효소소소 연연연쇄쇄쇄반반반응응응 (((RRRTTT---PPPCCCRRRAAAnnnaaalllyyysssiiisss)))
TGF-β1 mRNA의 발현 양상은 역전사 중합효소 연쇄반응 (reverse

transcriptase-polymerasechainreaction,RT-PCR)분석을 통해 시행하였다.
정상 대조군 및 실험군에서 포르말린에 고정하지 않은 나머지 조직을 즉시
액화질소에 급냉 시킨후 잘게 분쇄하여 Trizol(InvitrogenCo.,USA)를 첨가
한 후 1/10배의 chloroform으로 처리하여 상층을 분리하였다.다음 동량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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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opropanol로 처리하여 pellets을 DEPC-70% ethanol로 세척한 후 건조시켜
DEPC-DW에 녹였다.RNA는 260nm에서 흡광도를 측정한 후 정량하여 역
전사 반응(reversetranscription reaction)을 시키고,그 반응액은 1× RT
buffer(Promega,USA),20µM dNTP,0.25µgoligo(dT)15primer,5units
AMV (AvianMyoblastosisVirus)reversetranscriptase(Promega,USA)
및 2µgRNA에 DEPC-DW를 가하여 총량을 10µl로 한 뒤 42℃에서 60분
간 반응시켰다.반응이 끝난 후 RT product5 µl에 1 × PCR buffer
(Promega, USA), 10 pmol sense 및 antisense primer, 1unit Taq
polymerase및 증류수를 가하여 총량을 25µl로 한 후 58℃에서 30분간 처리
한 후 다시 92℃에서 15초,60℃에서 30초,72℃에서 30초간 30회 실시한 후
72℃에서 10분간 반응시켰다.Primer서열은 Table1과 같이 각 인자에 대한
senseprimer와 antisenseprimer를 적용하였다.PCR 반응이 종료된 검체들
에서 각 산물을 5µl씩 취하여 6×loadingbuffer(0.25% bromphenolblue,
0.25% xylenecyanol,30% glycerolinwater)2µl와 혼합하여 2% agarose
gel에 100V에서 30분간 전기영동하고 ethidium bromide로 염색하여 자외선
투사기로 관찰한 다음 폴라로이드 카메라로 촬영하여 검사하였다.

TTTaaabbbllleee111...PPPrrriiimmmeeerrrssseeeqqquuueeennnccceeesssfffooorrrPPPCCCRRRooofffTTTGGGFFF---ββββ111

PPPrrriiimmmeeeNNNaaammmeee SSSeeeqqquuueeennnccceee(((555'''→→→333'''))) PPPCCCRRRppprrroooddduuucccttt
(((bbbppp)))

TGF-β1(sense)
TGF-β1(antisense)

CGTGGAAATCAATGGGATCAGTCC

GAGCGCACGATCATGTTGGAC
458

GAPDH (sense)
GAPDH (antisense)

CCAAGGTCATCCATGACAACTTTG

GTCATACCAGGAAATGAGCTTGACA

4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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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ⅢⅢ...연연연구구구 결결결과과과

A.병리조직학적 소견
1.실험 A군 (치아 회분말과 연석고 혼합 매식)

a.1주 소견 (A-1)
유리된 매식체 주위에 만성 염증세포와 이물성 다핵거대세포의 침윤이 활

발하였고,결합조직의 부종과 미성숙한 방추형의 섬유모세포의 증식과 혈관
신생은 미약하였다.기존 골의 결손 변연부에서는 소수의 신생골 소주가 증
식하였지만 매식체와는 분리되어 있었다.

b.2주 소견 (A-2)
유리된 매식체 주위는 1주군 소견에 비해 결합조직의 부종은 감소하였고

혈관신생과 섬유모세포의 증식은 활발하였다.매식체 주위에 만성 염증세포
와 이물성 다핵거대세포의 침윤은 1주군과 유사하였다.골 결손부에서 증식
하는 신생 골소주의 증식이 활발하며 그 변연부에는 골모세포의 활성이 증가
하고,일부는 골양조직이 매식체와 유합하여 매식체의 일부를 피복하는 소견
이 관찰되었다.

c.4주 소견 (A-4)
유리된 매식체 주위의 결합조직은 염증소견이 감소하였고 혈관신생과

섬유모세포의 증식이 활발하여 그 치밀도가 증가하였다.골 결손부에서는
매식체 주위에 결합조직의 개재가 없이 완전히 신생된 골소주로 피복되어
기존골과 융합되는 소견을 보였다.신생된 골 내부에는 역전선(reversal
line)이 뚜렷하고 그 변연부에는 골모세포의 증식이 활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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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8주 소견 (A-8)
유리된 매식체 주위의 결합조직은 4주군에 비해 염증소견이 감소하였고

섬유모세포의 증식이 활발하여 치밀도가 더욱 증가하였다.골 결손부에서
는 매식체 주위에 신생된 골소주로 완전히 피복되어 기존골과 융합되어
구분이 어려웠고 역전선이나 신생골 내부의 매식체의 존재로만 구분이 가
능하였다.아울러 신생 골 소주는 유리된 매식체까지 증식하는 소견이 관
찰되었다.

222...실실실험험험 BBB군군군 (((연연연석석석고고고 매매매식식식)))

a.1주 소견 (B-1)
유리된 연석고 주위에 심한 급만성 염증세포와 이물성 다핵거대세포의

침윤이 보였고,결합조직의 부종과 미성숙한 방추형의 섬유모세포 증식과
신생 혈관이 발달된 왕성한 육아조직을 형성하고 있었다.결손 변연부에
서는 소수의 신생골 소주가 증식하였지만 연석고 와는 분리되어 있었다.

b.2주 소견 (B-2)
유리된 연석고는 작은 과립상으로 분할되어 치밀한 결합조직과 이물성 다

핵거대세포로 둘러싸여 있었고,인접한 결합조직에는 염증세포의 침윤이 1주
소견에 비해 감소하였으며,모세혈관의 신생과 미성숙한 섬유모세포의 증식
이 활발하였다.결손 변연부에서는 신생골 소주의 증식이 1주 소견에 비해
다소 증가하였지만 연석고 과립과는 분리되어 있었다.

c.4주 소견 (B-4)
연석고 주위 결합조직은 염증세포의 침윤과 혈관증식이 감소하였고 섬

유모세포의 증식이 활발하여 치밀한 양상을 보였다.기존골의 결손 변연
부에서는 신생골 소주의 증식이 2주 소견에 비해 증가하였지만 연석고 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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립과는 유합되지 않았다.

d.8주 소견 (B-8)
연석고 주위 결합조직은 4주 소견과 유사하여 치밀한 양상을 보였다.

기존골의 결손 변연부에서도 신생골 소주의 증식이 4주 소견에 비해 증가
하였지만 연석고 과립과는 유합되지 않았다.

3.실험 C군 (치아회분말 매식)

a.1주 소견 (C-1)
유리된 매식체 주위에 만성 염증세포와 이물성 다핵거대세포의 침윤이 활

발하였고,결합조직에서 미성숙한 방추형의 섬유모세포의 증식과 신생혈관은
미약하였다.기존골의 결손 변연부에서는 소수의 신생골 소주가 증식하였고
골소주 주위로는 왕성하게 골모세포가 증식하고 이는 일부 매식체와 연결되
어 있었다.

b.2주 소견 (C-2)
유리된 매식체 주위에는 염증소견이 감소하였고,골 결손부에서 증식하

는 신생 골소주의 증식이 활발하며 그 변연부에는 골모세포의 활성이 증
가하였고,일부에서 골양조직이 매식체와 유합하여 매식체의 일부를 피복
하는 소견이 관찰되었다.특히,골 변연부와는 거리를 두고 매식체 사이에
서 신생 골소주의 증식이 있었으며 매식체와 융합되는 소견이 있었다.

c.4주 소견 (C-4)
유리된 매식체 주위의 결합조직에 염증소견이 감소하였고 섬유모세포의

증식과 교원질 침착이 많아져서 치밀도가 증가하였다.골 결손부에서는
매식체 주위에는 결합조직의 개재 없이 완전히 신생된 골소주로 피복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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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골과 융합되는 소견을 보였다.신생된 골 내부에는 역전선이 뚜렷하
고 그 변연부에는 골모세포의 증식이 활발하였다.

d.8주 소견 (C-8)
유리된 매식체 주위의 결합조직은 4주 소견에 비해 치밀도가 더욱 증가

하였다.골 결손부에서는 매식체 주위에 신생된 골소주로 완전히 피복되
어 기존골과 융합되어 구분이 어려워 역전선이나 신생골 내부의 매식체의
존재로만 구분이 가능하였다.아울러 신생 골 소주는 유리된 매식체 주위
에 형성되어 신생골과 연결되는 소견이 관찰되었다.

4.대조군 (골 결손,D군)

a.1주 소견 (D-1)
결합조직에는 급만성 염증소견과 미성숙 섬유모세포,신생혈관과 부종을

특징으로 하는 육아조직의 형성이 특징이었다.골 결손부에 인접한 골편에서
는 골모세포의 활성이 미약하고 신생골의 형성도 미약하였다.

b.2주 소견 (D-2)
결합조직에는 염증과 부종상이 감소하고 신생혈관과 섬유모세포의 증식

이 활발하며 치밀도가 증가하였다.골 결손부에 인접한 골편에서는 신생
골 소주의 형성이 활발하고 골 소주 주위로는 골모세포의 활성도가 증가
하였다.

c.4주 소견 (D-4)
2주 소견에 비해 결합조직의 염증과 부종상의 감소는 현저하였고,섬유

모세포의 증식과 교원질 침착이 증가하였다.골 결손부에 인접한 골편에
서는 신생 골 소주의 형성이 활발하고 신생골의 양이 많아지며 역전선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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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고 있었다.

d.8주 소견 (D-8)
골 결손부는 섬유모세포와 교원질 침착이 있는 치밀한 섬유성 결합조직

으로 채워져 있었고,골 결손부에 인접한 골편에서는 4주 소견에 비해 신
생골의 양이 더욱 증가하고,역전선이 뚜렷하였다.

BBB...역역역전전전사사사 중중중합합합효효효소소소 연연연쇄쇄쇄반반반응응응 (((RRRTTT---PPPCCCRRRAAAnnnaaalllyyysssiiisss)))
TGF-β1mRNA의 발현 양상은 역전사 중합효소 연쇄반응 분석을 통해 조사
하였으며 그 결과는 Fig.1과 같다.Agarosegel상에서 TGF-β1mRNA의 발
현 양상을 GAPDH mRNA의 발현 양상으로 보정한 결과도 그래프로 표시하
였다.이 연구에서 TGF-β1mRNA의 발현은 모든 실험군에서 미약하였
다.그러나 치아 회분말과 연석고 혼합 매식군 (실험 A군)이나 연석고 매
식군 (실험 B군)과 비교하였을 때 치아 회분말 매식군 (실험 C군)에서는
실험 1주군에서 높은 TGF-β1mRNA의 발현 양상을 보였으며 이러한 발
현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감소하여 2주 이후에는 다른 실험군과 유사한
정도의 발현을 보였다.

C.면역조직화학적 소견

1.실험 A군 (치아 회분말과 연석고 혼합 매식)
골양조직 주위나 내부의 골모세포 및 골세포에 실험 초기인 1,2주째에

강한 발현을 보이다가 시간이 지남에 따라 4,8주째에는 발현양이 점차
감소하였다(Fig2A,B).세포외 기질이나 내피세포에서는 TGF-β1단백의
발현은 일정하게 유지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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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실험 B군 (연석고 매식)
실험 초기에는 세포외 기질이나 내피세포를 포함하여 골양조직 주위나

내부의 골모세포나 골세포에서 강한 발현을 보이다가 시간이 지남에 따라
발현양이 점차 감소하였다(Fig.2C,D).그러나 매식체 주위 간질세포에서
는 큰 변화를 보이지 않았다.

3.실험 C군 (치아회분말 매식)
세포외 기질이나 내피세포를 포함하여 골양조직 주위나 내부의 골모세포
나 골세포에서 실험 초기에 강한 발현을 보이다가 시간이 지남에 따라 발
현양이 점차 감소하였다.특히 매식체 주위의 간질세포에서는 TGF-β1단
백의 발현은 일정하게 유지되었다 (Fig.2E).

4.대조군 (골 결손,D군)
세포외 기질이나 내피세포를 포함하여 골양조직 주위나 내부의 골모세포나
골세포에서 매식 초기에 강한 발현을 보이다가 시간이 지남에 따라 발현양이
점차 감소하였다(Fig.2F).특히,실험 8주군에서는 TGF-β1단백의 발현은
매우 미약하였다.
이상의 면역조직화학적 연구결과를 요약하면 Table2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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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2.ExpressionofTGF-β1inboneregenerationafterthe
implantationofparticulatedentinandplasterofParis

ECM:Extracellularmatrix,FLC:Fibroblast-likecells,ETC:
Endothelialcells

Group-
week ECM Osteoid OsteoblastsOsteocyts FLC ETC
A-1 ++ - +++ +++ +++ ++
A-2 +++ - +++ +++ +++ ++
A-4 ++ +/- + + + ++/+
A-8 ++/+++ - +/- + ++ ++
B-1 +++ - +++ +++ ++ +++
B-2 ++ - +++ +++ + +++/++
B-4 ++ - + ++ ++/+ ++
B-8 ++ - + + + +
C-1 +++ - +++ +++ +++ +++
C-2 ++/+ - +++ +++ ++ ++
C-4 ++ - + ++ ++ ++
C-8 ++ - +/- +/- +++/++ ++
D-1 +++ - +++ +++ +++ +++
D-2 ++ +/- +++ +++ ++ ++
D-4 + - +/- + + +
D-8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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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ⅣⅣ...고고고 찰찰찰

외부의 기계적인 자극이나 골 대체재 이식후에 골조직의 생물학적 반응
기전은 아직까지 완전히 이해되고 있지 않다.이 과정에서 국소적인 성장
인자가 골모세포의 증식과 분화,활성화를 유도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생각한다8).이러한 사실은 TGF-β나 BMP-4가 invivo에서 골 형
성을 자극한다는 연구 결과를 바탕에 두고 있다8,10,13,14).이 연구에서는 골
결손부에 치아 회분말과 연석고 이식후에 잘 알려진 성장인자 중 하나인
TGF-β1의 mRNA와 단백질 발현을 관찰하였다.실험결과 TGF-β1의
mRNA의 발현은 매우 미약하였고 단지 치아회분말을 이식한 1주군에서
가장 강한 발현을 나타내었다.그러나 TGF-β1단백의 발현은 대조군을
포함한 모든 실험군에서 모두 관찰되었다.특히,신생골을 형성하는데 관
여하는 세포에서 그 발현이 일정하게 증가함을 관찰하여 다양한 골 이식
재에 의해 골 성장인자 중 하나인 TGF-β1단백을 유도하여 신생골 형성
을 촉진할 것으로 생각하였다.TGF-β1단백의 발현은 실험 초기에 골모
세포와 섬유모세포와 유사한 간엽세포에서 강한 발현을 보이다가 점차 다
양한 세포에서 그 발현상이 감소하였다.조직학적 및 면역조직화학적 소
견을 종합하여 보면,골 대체재 이식후에 TGF-β1이 골형성 과정을 자극
할 것으로 생각하였지만 대조군인 골 결손부에 비해 더 우월하다고는 할
수 없었다.따라서 이 연구에 사용한 치아 회분말과 연석고는 골 형성을
자극하는 물질이라기보다는 골전도의 치유과정을 특징으로 한다는 기존의
연구결과와 유사하였다1,3).그러나 이 연구에서는 골 형성에 관여하는 성
장인자 중에서 TGF-β1만을 대상으로 한 것이기 때문에 다른 성장인자가
관여하는지는 알 수 없다.특히 모든 실험군에서 TGF-β1단백의 발현은
초기인 매식후 1주와 2주째에서 강하게 발현하다가 실험 후기인 매식후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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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와 8주에서의 발현이 미약하다는 사실은 치유 후기에는 다른 성장인자
가 관여하리라는 사실을 시사하는 소견이라 할 수 있다.특히,Kanyama
등7)은 발치와 치유과정에서 CTGF양성인 골모세포가 창상치유 후기과정
에 발현함을 관찰하여 발치창 치유과정에서 신생골 형성에 깊이 관여함을
보고한바 있다.또한 CTGF는 TGF-β 작용의 하방경로 매개체(down
stream mediator)로 결합조직 세포에 작용하여 세포의 증식과 세포외 기
질 합성을 자극한다15-18).즉,CTGF유전자 발현은 TGF-β에 의해 선택적
으로 조절되어 배양된 섬유모세포에서 CTGFmRNA 발현을 유도한다는
연구논문도 있다18).그러므로 다양한 골 대체제 이식후에 BMP,CTGF등
기타 다른 성장인자에 관한 추가적인 연구가 필요하며,아울러 임상에서
골이식재로 많이 사용하는 Bio-oss와 같은 매식재와의 비교 연구가 필요
하다고 생각한다.
TGF-β는 폴리펩타이드 성장인자로 다양한 기능을 가지며 아미노산 서
열이 비슷한 두 가지 동종형인 TGF-β1과 β2가 있다.처음에는 종양조직
으로부터 확인되었지만 현재에는 TGF-β와 그 수용체가 거의 모든 유형
의 세포에 존재하고 있음이 밝혀져 있고,종간에 유사성이 높아 창상치유
와 같은 기본적인 활성도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10,19).TGF-β는 광범위하
게 연구되어 왔고,현재에는 혈관신생이나 교원질 합성에 중요하다.
TGF-β1은 또한 vascularendotheliualgrowthfactor(VEGF)의 발현을 상
향조절한다.VEGF는 혈관신생에 기본적이며 따라서 골 형성과 치유에
필수적이다.발치와 치유과정에 대한 연구결과를 보면 발치후 2주에서 12
주 사이에 골 형성이 증가함에 따라 TGF-β1과 VEGF가 발현이 동시에
증가함을 관찰할 수 있는 점으로 보아 이 두 성장인자의 생물학적 특성과
상호작용을 잘 알 수 있다10).TGF-β1은 창상치유과정에서 화학주성인자
나 분열유발성 인자로 작용하여 미분화세포를 섬유모세포,골모세포나 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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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모세포로의 증식과 분화를 유도한다19).골세포는 성장인자인 TGF-β을
합성하여 세포외 기질에 저장하고 있어 인체 내에서 가장 풍부한 저장소
이다.골 손상이 일어나면 latentform의 TGF-β이 유리되어 산성 상태에
서 활성화되면,활성화 된 TGF-β는 미분화 간엽세포를 섬유모세포나 골
모세포,또는 연골모세포로 분화를 유도한다.또한 골세포에서 교원질,
fibronectin이나 plasminogenactivating factor의 형성을 자극 한다20-22).
이 연구에서도 TGF-β1단백은 실험 초기에 모든 실험군에서 발현이 증
가하였다가 4주 이후에는 감소하였다.이때 세포외 기질이나 섬유모세포
유사 간엽세포,또는 혈관내피세포에 주로 반응을 보인 것은 염증반응과
관련된 구성 성분에 반응을 보이다가 염증반응이 점차 감소하면서 TGF-
β1의 발현도 동시에 감소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이 연구에서 TGF-β1mRNA의 발현은 모든 실험군에서 미약하였지만
기저 수준을 고려할 때 mRNA 발현은 확인할 수 있었다.그러나 치아 회
분말 매식군에서 실험 1주군에서 가장 높은 발현을 보이다가 점차 감소하
였다.이 결과는 치아회분말에서만 TGF-β1를 유도하는지는 불분명하다.
그러나 이와 유사한 distractionosteogenesis(DO)실험결과를 보면 DO
4일군에서 TGF-β1mRNA의 발현이 가장 높아 정상에 비해 450%이고 7
일 후에는 점차 감소하여 정상의 82%가 발현한다는 연구결과를 비교하여
볼 때8),이 연구의 결과는 1주군에서 최고조로 TGF-β1mRNA의 발현을
보였다기 보다는 그 이전의 초기 단계에서 발현이 가장 높았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따라서 mRNA의 발현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1주 이내의
조직에서 mRNA와 단백의 발현을 관찰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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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VV...결결결 론론론

이 연구에서는 골 결손부에 치아 회분말과 연석고 이식 후에 잘 알려진
성장인자 중 하나인 TGF-β1의 mRNA와 단백질 발현을 관찰하였다.실
험결과 TGF-β1의 mRNA의 발현은 매우 미약하였고 단지 치아회분말을
이식한 1주군에서 가장 강한 발현을 나타냈다.그러나 TGF-β1단백의 발
현은 대조군을 포함한 전 실험군에서 모두 관찰되었다.특히,신생골을 형
성하는데 관여하는 세포에서 그 발현이 일정하게 증가함을 관찰하여 다양
한 골 이식재에 의해 골 성장인자 중 하나인 TGF-β1단백을 유도하여
신생골 형성을 촉진한 것으로 생각하였다.골 대체재 이식후에 TGF-β1
이 골형성 과정을 자극할 것으로 생각하였지만 대조군인 골 결손부에 비
해 더 우월하다고는 할 수 없었다.따라서 이 연구에 사용한 치아 회분말
과 연석고는 골 형성을 자극하는 물질이라기 보다는 골전도의 치유과정을
특징으로 한다는 기존의 연구결과와 유사하였다.모든 실험군에서 TGF-β

1단백의 발현은 매식 초기인 1주와 2주에서 강하게 발현하다가 매식 후
기인 4주와 8주에서의 발현이 미약하다는 것은 치유 후기에는 다른 성장
인자가 관여할 수 있다는 점을 시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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ⅦⅦⅦ...사사사진진진부부부도도도 설설설명명명

Fig. 1. TGF-β1 mRNA expression after the implantation of
particulatedentinandplasterofParis(RT-PCR).

Fig. 2. TGF-β1 protein expression after the implantation of
particulatedentinandplasterofParis(Immunohistochemistry).

A.PhotomicrographofthegroupA-2;TGF-β1wasexpressedinthe
osteoblasts and osteocytes and together with proliferating
mesenchymalcells(x200).

B.PhotomicrographofthegroupA-4;TGF-β1expressionwasdecreased
comparedwiththeA-2group(x200).

C.Photomicrograph ofthegroupB-4;TGF-β1wasexpressedin the
osteoblastsandosteocytes,buttheosteiodformationwasdecreased
thattheA-4group(x200).

D.PhotomicrographofthegroupB-8;Activenew boneformationwas
observed,buttheTGF-β1expressionwashighlydecreased(x200).

E.PhotomicrographofthegroupC-4;Activenew boneformationaround
graftmaterials was observed,and the TGF-β1 was moderately
expressedintheosteoidandsurroundingmesenchymalcells(x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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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PhotomicrographofthegroupD-4;TGF-β1washighlyexpressedin
theosteblasts and surrounding mesenchymalcells,butthebony
defectswasstillpresent(x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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ⅧⅧⅧ...사사사진진진부부부도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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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국국문문문초초초록록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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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TTrrraaannnsssfffooorrrmmmiiinnnggggggrrrooowwwttthhhfffaaaccctttooorrr---β1의의의 발발발현현현

허허허 영영영 철철철
조조조선선선대대대학학학교교교 대대대학학학원원원 치치치의의의학학학과과과
(((지지지도도도교교교수수수:::김김김 수수수 관관관)))

이 연구는 골 결손부에 치아 회분말과 연석고 이식 후에 잘 알려진 성장
인자 중 하나인 TGF-β1의 mRNA와 단백질 발현을 관찰하였다.실험결
과 TGF-β1의 mRNA의 발현은 매우 미약하였고 단지 치아회분말을 이식
한 2주군에서 가장 강한 발현을 나타냈다.그러나 TGF-β1단백의 발현은
대조군을 포함한 전 실험군에서 모두 관찰되었다.특히,신생골을 형성하
는데 관여하는 세포에서 그 발현이 일정하게 증가함을 관찰하여 다양한
골 이식재에 의해 골 성장인자 중 하나인 TGF-β1단백을 유도하여 신생
골 형성을 촉진할 것으로 생각하였다.그러나 골 대체재 이식후에 TGF-
β1이 골형성 과정을 자극할 것으로 생각하였지만 대조군인 골 결손부에
비해 더 우월하다고는 할 수 없다.따라서 이 연구에 사용한 치아 회분말
과 연석고는 골 형성을 자극하는 물질이라기보다는 골전도의 치유과정을
특징으로 한다는 기존의 연구결과와 유사하였다.모든 실험군에서 TGF-β

1단백의 발현은 매식 초기인 1주와 2주에서 강하게 발현하다가 매식 후
기인 4주와 8주에서의 발현이 미약하다는 사실은 치유 후기에는 다른 성
장인자가 관여할 가능성이 있다는 사실을 시사하는 소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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