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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요약 -

낭종 적출 후 사용된 rhBMP-2 효과의 정량적 분석

목적 : 이 연구의 목적은 낭종 적출 후 골 내 결손부에 사용된 rhBMP-2 의
효과를 골 형성 지수(osteogenesis index, OI)관점에서 정량적으로 평가하고자 함에
있다.

연구대상 및 방법 : 10 명의 환자 (12 개의 병소)는 전신마취 하 낭종 적출 시행
받았다. 12 개의 병소를 술 후 ACS(absorbable collagen sponge)와 rhBMP-2 를 함께
사용한 group A 와 ACS 만 사용한 group B 로 나누었다. 술 후 3 개월 CBCT 를
촬영하여 병소의 부피 변화를 측정한다. Hounsfield unit 을 달리 설정하여
그룹별로 OI 를 계산하여 통계적으로 차이가 있는지 알아보았다.

결과 : hounsfield unit 을 200 으로 설정한 경우 A 그룹의 OI 의 평균은 72.4%,
B 그룹의 OI 의 평균은 55.1%였으며 두 그룹간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p=0.041). Hounsfield unit 을 600 으로 설정한 경우 A 그룹의 OI 의 평균은
27.5%였고 B 그룹의 OI 의 평균은 18.9%였으며 두 그룹간의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p=0.394).

i

결론 : rhBMP-2 를 술 후 골 결손부에 사용하면 신생골 형성 효과가 있으며
통상적인 골 이식을 대체하여 다양한 경우의 구강악안면영역의 골 결손부에
사용할만한 가치가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핵심어 : rhBMP-2, 골 형성, 골 결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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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 론
구강악안면영역의 골 결손부는 감염, 외상, 병소, 침습적 수술 등의
다양한 원인으로 발생된다. 이러한 골 결손부의 기능과 심미의 회복을 위해서는
빠른 치유와 완전한 수복 필요하며 이를 해결하기 위한 노력과 연구들은
이전부터

진행되었다.

그

결과

다양한

골

이식재와

골

형성

인자들이

개발되었지만 이상적인 대체물은 개발되지 못했으며 관련 연구가 지속되고 있다.

BMP (Bone Morphogenic proteins)는 1965 년 Urist(Urist, 1965)에 의해
발견되어 미분화 골 형성 전구세포를 분화시키는 성질이 있음이 알려졌고,
현재까지 최소 20 여 종류 이상이 밝혀졌다. BMP 는 osteoconduction 기능만 있던
기존의 골 이식재와는 달리 osteoinduction 기능이 있어 구강악안면영역의 재건에
가장 적합한 골 이식 방법의 대안이 될 수 있다(Balaji, 2009). 이 중 BMP-2 는
Smad

signal

제어함으로써

pathway

를

자극하거나

osteogenesis-related

genes

의

전사를

mesenchymal cell 이 osteoblast 로 분화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며

신생 골조직의 역동적인 균형을 유지하는데 깊이 관여하고 있다(Yang et al.,

2014).
유전 공학의 발달로 재조합 DNA 기술을 통해 CHO cell (Chinese hamster
ovary cell) 혹은 E.coli 로부터 인간의 재조합 골 형성 단백질을 개발하게 되었고
이를 rhBMP(recombinant human BMP)라 명명하고 이를 통해 BMP 의 사용이 더욱
용이하게 되었다(Kübler et al., 1998; Bessho et al., 2000). 2002 년 FDA 는 rhBMP2 를 척추 고정술의 자가골 이식의 대체물로 승인했으며 2007 년에는 상악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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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상술과 발치와 주변의 치조골 결손부로의 자가골 이식 대체물로 승인하였다.
현재 치과영역에서 rhBMP-2 는 구개열, 임플란트, alveolar bone augmentation, sinus
augmentation, 턱뼈의 괴사, 구강악안면부의 재건 등에 사용되고 있으며 그
유용성과 효과가 입증되고 있다.

악골내 낭종은 구강악안면영역에서 흔히 발견되는 질환으로 대부분의 경우
제거가 요구된다. 많은 경우 악골내 낭종의 적출 후 자가골, 동종골, 이종골,
합성골 등의 이식을 행하고 있으며 골 이식의 여부는 표준 지침이 정립되어
있지 않아 술자의 경험과 기호에 따라 결정된다. 제거된 병소로 인한 골
결손부로의 골 이식재는 병소의 크기, 위치, 주변 골 상태, 봉합상태, 술 후 관리
양상의 영향으로 감염이 되는 경우가 있고 이식한 골을 다시 제거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뒤따르기도 한다.

골 형성에 있어 rhBMP-2 의 효과 많은 연구에 의해 증명되었으나 in vitro
실험 혹은 동물실험에 지나지 않고, 인간에게 사용된 경우에는 정량적이지 못한
사례 보고에 지나지 않는다. 본 연구의 목적은 낭종 적출술 후 골 이식이 적당치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 빠른 치유와 골 형성을 도모하기 위해 rhBMP-2 를 적용한
환자의 CBCT 영상을 통해 rhBMP-2 의 효과를 정량적으로 분석해보고자 함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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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 연구 대상 및 방법
A. 연구대상

2014 년 1 월 1 일부터 2015 년 3 월 31 일까지 아주대학교 병원
구강악안면외과에

내원하여

전신마취

하

낭종

적출술

후

rhBMP-2

와

ACS(absorbable collagen sponge)를 함께 혹은 ACS 만을 사용한 환자 중 술 전
CBCT 와 술 후 3 개월 CBCT 영상이 모두 있는 환자를 대상으로 하였다. 이 중
골 이식재 (DBM, DFDB, Bio-Oss)를 사용한 환자와 골다공증 등의 골 대사 관련
질병의 기왕력이 있는 환자는

분석의

객관성을

위해 제외하였다.

이러한

방법으로 10 명의 환자가 선택되었고 이 중 두 명의 환자는 두 개의 독립된
병소를 가지고 있어 총 12 개의 병소로 연구를 진행하였다.

B. 연구방법

1. 그룹 설정

전신마취 하 낭종 적출 후 골 결손부에 rhBMP-2 를 적신 ACS 를
적용하고 일차봉합을 진행한 6 개의 case 를 A 그룹, 병소 제거 후 ACS 만
적용하고 일차봉합을 한 6 개의 case 를 B 그룹으로 설정하였다 (Fig. 1). ACS 는
병소의 크기에 따라 최소 1 개에서 최대 5 개까지 사용하였고 rhBMP-2 는 최소
1 개에서 최대 2 개까지 사용하였다. rhBMP-2 로는 NOVOSIS (대웅제약, 한국),
ACS 로는 Ateloplug (바이오랜드, 한국) 혹은 Rapidermplug (다림티센, 한국)을
사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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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 Surgical procedures of Group A and Group B
Group A : ACS absorbed rhBMP-2 was applied in the bone defects, Group B : ACS alone
was applied in the bone defects

2. 병소의 부피 측정

각 case 는 Simplant (Materialise, Belgium)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분석되었다.
사용자가 지정한 영역에서 사용자가 설정한 hounsfield unit 범위 (최저값 -1024,
최대값 h 로 설정) 내의 pixel 들만 선택되는 기능 (Fig. 2)을 이용하여 모든
관상면 혹은 수평면에서 병소에 해당하는 pixel 을 선택하고 이것을 3D 영상으로
재구성하여 부피를 구한다 (Fig. 3). Hounsfield unit 의 범위는 최저값은 -1024 로
설정하고 최대값은 200 또는 600 으로 설정하였다. 즉 ① 신생골 수준 (-1024
이상 200 미만) ② 성숙골 수준 (-1024 이상 600 미만) 두 가지로 설정했고 ①의
경우는 hounsfield unit 이 200 미만인 pixel 을 병소로 간주한다는 것을 의미하고
②의 경우는 hounsfield unit 이 600 미만인 pixel 을 병소로 간주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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측정중의 시각적 오차를 줄이기 위해 부피 측정 전 CBCT 영상의 환자의
두부 위치를 관상면에서는 양측 orbitale 를 연결한 선, 수평면에서는 ANS (anterior
nasal spine) 와 cervical vertebra 를 연결한 선, 시상면에서는 ANS 와 PNS (posterior
nasal spine)를 연결한 선을 이용하여 재설정하였다. 그리고 측정의 정확성을 모든
case 의 부피 측정은 2 번 반복 되었고 두 수치의 평균치를 사용하여 연구를
진행하였다.

A

B

Fig. 2. Selection process
A: original CBCT image, B: drawing lesional area, C: selected pixe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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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

Fig. 3. Remodeling with 3D model
The pixels regarded as lesion were selected at new bone level and mature bone level from all
CT images

3. 골 형성 지수

술 전 병소의 부피를 V0 로 정의하고 술 후 3 개월 병소의 부피를 Vh
(h=200 또는 600)라 하고 골 형성 지수 (Osteogenesis index)는 (V0 - Vh) / V0 (%)로
정의한다 (Fig. 4).

A

B

C

Fig. 4. Initial lesion and decreased lesion after 3 months
A : preoperative lesion, B : postoperative lesion at new bone level, C : postoperative lesion
at mature bone level

4. 평가 방법 및 통계 처리

OI 를 이용하여 A 그룹과 B 그룹을 골 형성 측면에서 비교하고 통계적
유의성이 있는지 유의수준 p < 0.05 에서 검정하였다. 통계 방법은 Mann-Whitney
U test 를 사용했고 프로그램은 IBM SPSS 22.0 ver.을 이용하였다. 이 연구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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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대학교 병원 기관연구윤리심의위원회로부터 승인을 받았다. (AJIRB-MEDMDB-15-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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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I. 결과
A. 환자군

환자들의

연령은

최저

16

세에서

최고

50

세였고

평균

연령은

36.25 세였으며 성별은 남성 9 명 여성 1 명이었다. 12 개의 병소 중 9 개는 하악에
위치했고 3 개는 상악에 위치하였다. 각각의 병소는 조직검사 결과 함치성 낭
9 개, 치근단 낭 2 개, KCOT 는 1 개로 나타났다. 모든 환자들은 특별한 합병증
없이 치유되었다 (Table 1).

Table 1. Information of 12 lesions.
Group
Age
Gender

A

B

Site

Diagnosis

V0 (cc)

16

M

Mandible

Dentigerous cyst

14.82

50

F

Mandible

Dentigerous cyst

1.98

21

M

Mandible

KCOT

6.47

45

M

Mandible

Dentigerous cyst

2.27

41

M

Mandible

Dentigerous cyst

3.14

20

M

Mandible

Dentigerous cyst

5.02

51

M

Mandible

Dentigerous cyst

2.30

48

M

Maxilla

Periapical cyst

6.64

37

M

Mandible

Dentigerous cyst

1.24

37

M

Mandible

Dentigerous cyst

2.67

45

M

Maxilla

Dentigerous cyst

2.95

40

M

Mandible

Periapical cyst

13.48

A : ACS + rhBMP-2, B : ACS

-8-

B. 병소의 부피와 OI

술 전 병소의 부피 (V0)는 최소 1.24(cc) 최대 14.82(cc)로 측정되었고
평균은 5.25(cc)였다. OI 는 신생골 수준의 경우 최저 29.9% 최대 88.2% 평균
63.7%로 측정됐고, 성숙골 수준의 경우 최저 5.1% 최고 55.3% 평균 23.2%로
측정되었다. 신생골 수준에서 A 그룹의 평균 OI 는 72.4%였고 B 그룹의 평균
OI 는 55.1%였다. 성숙골 수준에서 A 그룹의 평균 OI 는 27.5%였고 B 그룹의
평균 OI 는 18.9%였다(Table 2).

Table 2. Preoperative/postoperative 3 months mean volume(±SD) and mean OI(±SD) of
lesion.
New bone
Group

V0

A

B

Mature bone

V200 (cc)

OI (%)

V600 (cc)

OI (%)

5.62±4.82

1.67±1.60

72.37±14.39

4.56±4.57

27.47±17.09

4.88±4.60

1.79±1.14

55.08±15.26

3.81±3.21

18.88±11.15

A : ACS + rhBMP-2, B : ACS, V0 : preoperative volume, V200 : volume at new bone level,
V600 : volume at mature bone level, OI : osteogenesis index
술 후 부피 측정 시 병소 내 hounsfield unit 의 증가는 병소의 전반적인
영역에서 나타났고 특히 병소 경계 주변에는 명확하게 나타났다. Hounsfield
unit 을 200 으로 설정한 경우 두 군간의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했으며 (p=0.041)
Hounsfield unit 을 600 으로 설정한 경우 두 군간의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p=0.394) (Fig.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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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5. OI of Group A and Group B
OI of Group A and B at new bone level (left) and at mature bone level (right). At new bone
level, statistically significant difference was seen between Group A and Group B (p<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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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V. 고찰
인간의 뼈는 결손부나 골절이 생기면 골 성장의 양상과 비슷하게 성숙화
과정을 통해

이전의 형태로

재생되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안정적인

골

치유과정은 적당한 혈류 공급, 부동을 통해 일어난다. 최초 4 주 동안 angiogenic
cell 과 osteogenic cell 이 주변의 골벽과 골막으로부터 유래되고 woven bone 이
결손부의 중심으로 형성된다. 이러한 과정은 다양한 cytokines 와 growth factors 에
의해 일어난다(Schenk et al., 1994; Buser et al., 1998; Schilephake, 2002; Ogunlewe

et al., 2006; Rodeo et al., 2010).
Critical-size bone defects 에는 자가골 이식이나 동종 골이식이 가장 좋은
방법이나 수 가지의 제한점이 있어 cell-based bone engineering 이 그 대안으로
대두되었다. 그리하여 MSCs (mesenchymal stem cells)와 EPCs (endothelial progenitor
cells)가 주목 받았으나 시간적, 경제적 문제를 가지고 있어서 최근에는 인체
내부의 세포를 활성화 시키는 연구가 주목 받고 있다(Herrmann et al., 2015). 이
중 BMP, TGF-β, IGF, PDGF, VEGF 등을 이용한 factor-based bone engineering 에 관한
연구들이 진행되고 있다.

Ettl 등은 낭종 적출술 후 골 이식재 없이 일차봉합을 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좋은 치료이지만 growth factor, osteoblast, stem cell 등의 사용에 대해서는
연구가 필요하다고 하였다(Ettl et al., 2012).

직경 3cm 까지의 골 결손부는

12 개월 이후 완전한 골화가 진행되지만 더 큰 골 결손부에서는 24 개월까지
골가 진행되어(Chiapasco et al., 2000; Ihan Hren and Miljavec, 2008) 골 이식 등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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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유를 가속화 할 추가적인 처치가 필요하지만 감염 등의 합병증이 우려되어
하지 못하는 경우가 생기기도 한다. 그리하여 최근에는 rhBMP-2 를 ACS 에
흡수시켜 적용하는 방법을 사용하기도 한다.

Boyne

은

영장류에게

하악골

반절제술,

임플란트,

구개열

상황을

부여하고 rhBMP-2 만을 이용하여 치료하는 실험을 통해 rhBMP-2 는 골 이식재를
사용하지 않더라도 안면부 골 결손부의 재건에 유용하게 사용될 수 있음을
보고하였다(Boyne, 2001). Freitas 등은 absorbable collagen sponge 와 rhBMP-2 를
이용하여 치조골 증대술, 상악동 거상술, 발치와 보존술을 시행한 보고한
문헌들의 고찰를 통하여 ACS/rhBMP-2 의 사용이 치조골 증대술과 상악동
거상술에 사용하는 자가골 이식의 대안으로 등장하였다고 보고하였다(Freitas et

al., 2015). Balaji SM 은 Aneurysmal bone cyst 제거 후 늑골 이식과 rhBMP-2 를
사용하여 치료함을 보고하였고(Balaji, 2009) Lee 등은 5 명의 낭종을 가진
환자에게 rhBMP-2 와 β-TCP/HA (tricalcium phosphate/hydroxyapatite)를 사용하여
치료함을 보고하였다(Jong Bum Lee, 2014).

이처럼 성공적인 예후를 나타내는 rhBMP-2 의 사용에는 몇 가지 한계를
가지고 있다. 하나는 rhBMP-2 의 반감기가 짧다는 것과 적용시킨 부위에서
빠르게 소실된다는 점이다. 이러한 한계 때문에 다량의 rhBMP-2 를 사용해야
하며 이것은 치료비용의 증가와 골 과증식, 면역반응으로 인한 부종이란 원치
않는 부작용을 야기하며(Takahashi et al., 2005; Shields et al., 2006; Carter et al.,

2008) 최근에는 과다한 BMP-2 의 사용이 oral squamous cell carcinoma 를
유발한다고 보고되기도 하였다(Kim et al.,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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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BMP 의 단점은 적절한 carrier 를 선택함으로써 보완될 수 있고
ACS 는 BMP 적용에 적절한 carrier 로 생각된다. Geiger 등은 기존의 문헌들을
참고해 이상적인 rhBMP-2 전달 방법을 정리하였고, 목적 세포가 분화되는 동안
BMP 를 적당량, 적당 농도로 발산시켜 osteogenic 능력을 향상시켜야 한다고
하였다(Carter et al., 2008). 최근에는 rhBMP-2 의 치료적 결과는 양과, 농도와,
적용 시간과 관련되어있음이 보고되었다(Geiger et al., 2003). 현재 BMP 의
carrier 로는 HA (hydroxyapatite), TCP (Tricalcium Phosphate), DBM (demineralized bone
matrix), ACS 등이 사용되고 있다. 2008 년 Carter TG 등은 ACS 는 BMP 전달,
유지, 발산측면에서 적절한 carrier 이며 골이 재생을 위한 공간 유지 능력이
있다고 했으며 이것을 과하게 압축해서 사용할 경우 정상적인 골 형성을 방해할
수 있다고 하였다(Carter et al., 2008). Li, R. H. 등은 collagen sponge 를 사용한
경우 사용하지 않은 경우에 비해 2 배 이상 rhBMP-2 의 발산 기간이 증가함을
보고하였다(Li and Wozney, 2001).

골의 밀도는 Hounsfield unit 으로 평가될 수 있고 골의 종류에 따라 다양한
수치로 나타난다. 매우 치밀한 피질은 600 이상이며, 치밀한 피질골 / 해면골은
400 에서 600, 낮은 밀도의 골에서는 200 이하로 나타난다(Norton and Gamble,

2001; Shapurian et al., 2006). Tajima 등은 2013 년 임플란트 주변의 신생골 조직의
밀도는 185~713(mean ± SD, 323 ± 156.2)로 측정되었다고 보고하였다(Tajima et al.,

2013). 본 연구에서는 이에 맞춰 200 을 신생골로 간주하였고 600 을 성숙골로
간주하였다. 본 연구에서 rhBMP-2 를 사용한 군은 비사용군보다 평균 골 형성
지수가 높았으며 hounsfield unit 을 200 으로 설정한 경우 통계적인 유의성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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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었다. 이것은 rhBMP-2 이 인체 내에서도 신생골 형성에 도움을 준다고 해석할
수 있다.

본 연구는 술 중 병소로 접근하기 위하여 행해진 골 삭제로 인한 술 후
병소의 부피 측정시 경계 설정의 어려움이 있었고 병소의 진단이 모두 같지
않다는 점, 술 전 병소로 인한 이차적 감염의 여부, 결손부의 주변골 상태,
수술시 사용한 ACS 의 개수와 rhBMP-2 의 농도에 대한 고려가 배제되어 있다는
한계점이

있다.

분석하였다는

하지만

의의가

인간에게
있다.

추후

사용된

rhBMP-2

인간에게

의

사용된

조직계측학적으로 분석하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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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과를

rhBMP-2

정량적으로
의

효과를

V. 결론
낭종 적출술 후 생긴 골 결손부에 사용된 rhBMP-2 는 신생골 형성을
증가시키며 rhBMP-2 와 ACS 를 함께 사용하는 것은 전통적인 골이식의 대안이
될 수 있다. 따라서 rhBMP-2 는 다양한 경우의 구강악안면영역의 골 결손부에
사용할만한 가치가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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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bstract -

Quantitative Analysis of Effect of rhBMP-2 after Cyst Enucleation

Doo Yeon Hwang

Department of Clinical Dentistry
The Graduate School of Clinical Dentistry, Ajou University

(Supervised by Associate Professor Seung Il Song)

PURPOSE : The aim of the study was to evaluate quantitatively the effect of rhBMP-2 used
in bony defects after cyst enucleation in terms of osteogenesis index.
PATIENTS and METHOD : 10 patients (12 lesions) had cyst enucleation under general
anesthesia. 12 lesions were postoperatively divided into Group A (6 lesions) in which
absorbable collagen sponge (ACS) was used in combination with rhBMP-2, and Group B (6
lesions) in which ACS was used alone. At postoperative 3 months, CBCT scans was taken to
measure change of the volume of the lesions. Osteogenesis index (OI) was calculated f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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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ach group at two different hounsfield units to find whether there is any statistically
significant difference between the two groups (Mann-Whitney U test).
RESULT : As tested at new bone level, the mean OI was 72.4% in Group A and 55.1% in
Group B with statistically significant difference (p=0.041). As tested at mature bone level,
the mean OI was 27.5% in Group A and 18.9% in Group B with no statistically significant
difference (p=0.394).
CONCLUSION : Use of rhBMP-2 in bone defects after cyst enucleation seems to accelerate
new bone formation. Therefore, it is considered that rhBMP-2 in combination with
absorbable collagen sponge will be used as an alternative to conventional bone grafting in
various cases.

Keywords : rhBMP-2, bone regeneration, bone defe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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