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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one regeneration effect of lidocaine–maltodextrin–thromb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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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e evaluated the effects of lidocaine–maltodextrin–thrombin (LMT) collagen on new bone formation on a rat calvarial defect model.
Thirty-six rats were randomly divided into three groups. A single bone window was prepared in the middle of the calvarium, and
each bone defect was treated separately. In Group 1, the bone defect was sutured without any treatment. In group 2, only the collagen
plug was inserted into the bone defect, and in group 3, the collagen plug soaked with LMT collagen was inserted. After four weeks, six
animals were sacrificed randomly in each group, and samples of the skull area were then collected and subjected to micro-computed
tomography and hematoxylin and eosin and Masson’s trichrome staining. At eight weeks postsurgery, the remaining six rats in each
group were treated identically. Consequently, no significant differences were noted in the bone formation between the groups at week
4. At week 8, a significant increase in new bone formation was observed in rats treated with collagen plug plus LMT collagen compared
with untreated rats and rats treated only with the collagen plug. Therefore, the combination of LMT collagen and collagen plug is
expected to function as an effective scaffold, which can provide clinicians with various possibilities and options for repairing bone
defec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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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troduction

(platelet rich fibrin)이나 골형성단백과 같은 골 형성 유도물질
의 적용이다[1-3].

구강악안면영역에서 외상이나 치아발치 외에도 다양한 병

최근에는 lidocaine-fibrinogen-aprotinin (LFA) 콜라겐을

발요소들이 악골이나 치조골의 결손을 일으키고, 그 결과 기능

조합한 제제를 비스포스포네이트 관련 악골괴사에 의한 골 결

적, 심미적인 장애가 발생한다. 이러한 악골 및 치조골의 결손

손부의 치료에 적용한 임상증례가 보고되었다[4]. LFA 콜라겐

부를 수복하기 위해서 다양한 수술 기법들과 함께 골 이식 재료

은 골 결손부위에 콜라겐 섬유와 피브린 섬유로 구성된 그물

나 골 형성 유도물질들이 연구되어 임상에서 적용되고 있다. 치

망(network) 구조를 형성하여 지지체(scaffold)로 작용함으로

과 관련 외래 수술에서 가장 일반적으로 구사되는 기법은 합성

써, 세포와 생리활성물질들이 지지체 내에서 장기간 유지될 수

골이나 이종골, 또는 동종골을 이용한 골유도 재생술(guided

있도록 함과 동시에 그물망 구조의 지지체에 골모세포를 정착

bone regeneration), 자가골 이식술, 그리고 혈소판풍부 피브린

시켜 콜라겐을 생성하고 석회화 과정을 통해 피질골의 생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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촉진할 수 있도록 하는 역할을 하는 골이식 재료이다. 이를 기

서 골 결손부의 처치가 종료된 후, 4-0 바이크릴과 4-0 실크로

반으로 상품화한 Osscore (Denhouse, Jeongeup, Korea)는

층별 봉합을 시행하였고, 항생제와 진통제를 0.1 mL씩 근육 주

lidocaine-maltodextrin-thrombin (LMT) 콜라겐으로, 1형 콜

사하였다. 수술 4주 후에 군당 6마리를 무작위로 골라 희생시킨

라겐과 말토덱스트린, 트롬빈이 포함된 골형성 재료로, 위에서

후, 디스크를 사용하여 골 결손부 전체가 포함되도록 두개골 부

언급된 LFA 콜라겐과 유사한 기전으로 골 결손부에 복합적인 지

위 표본을 채취하였다. 이때 결손부의 잔존 이식재들이 떨어지

지체를 형성하여 골조직 재형성을 유도한다.

지 않도록 두개골 표본에서 골막과 피부를 박리하지 않고 함께

하지만 이 LMT 콜라겐과 관련해서는 아직은 충분한 연구와

채취하였다. 또한, 수술 8주 후에 나머지 6마리의 백서를 희생

임상증례가 보고되지 않았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백서 두정골

하여 동일한 방법으로 두개골 표본을 채취하였다. 채취된 표본

의 골 결손부 모델을[5] 사용하여, LMT 콜라겐이 신생골 형성에

은 10% 포르말린 용액에 담가 보관하였다.

미치는 영향을 실험적으로 검증하고자 하였다.

Micro-computed tomography (μ-CT) 분석

Materials and Methods
실험동물

μ-CT는 SkyScan1173 (ver. 1.6.0; Bruker, Kontich, Belgium)을 이용하여 이미지를 스캔한 후 Nrecon (ver. 1.7.0.4;
Bruker) 프로그램으로 분석하였다. 관심부위(region of inter-

36마리의 10주령 된 수컷 백서(Sprague Dawley, body

est, ROI)는 최초 형성했던 골 결손부의 크기와 형태를 일치시

weight 350-380 g)가 사용되었다. 백서들은 실험에 앞서 새

켜서 설정하였다. 그리고 각 시편의 ROI에서 관찰되는 방사선

로운 환경에서 1주일 간의 적응기간을 거쳤다. 또한, 이 연구

불투과상을 신생골로 상정하고, 이 신생골의 부피를 분석 프로

는 강릉원주대학교(Gangneung-Wonju National University,

그램으로 측정하였다.

Gangneung, Korea) Institutional Animal Care and Use Committees의 승인(GWNU-2020-2) 후에 진행되었다.

조직형태학적 분석

수술 과정

μ-CT 분석 후에 시편들을 에탄올로 탈수하고 5% 질산으로
탈회한 후 원형 결손부의 정중부 횡단면을 파라핀 블록으로 제

백서의 두정부를 povidone-iodine 용액으로 소독한 후,

작하였다. 파라핀 블록을 절단하여 hematoxylin-eosin (H&E)

1:100,000 에피네프린이 포함된 2% 리도카인으로 침윤마취를

염색과 Masson’s Trichrome (MT) 염색(Sigma-Aldrich Co., St.

시행하였다. 15번 블레이드로 골막까지 절개한 후, 두개골이 노

Louis, MO, USA)을 프로토콜에 따라 시행하였다. 염색된 모든

출되도록 박리를 시행하였다. 백서 두개골 정중 봉합부에 tre-

슬라이드는 디지털 카메라(DP-20; Olympus, Tokyo, Japan)를

phine bur를 사용하여 직경 8 mm의 원형 골창을 형성하였고,

사용해 디지털 이미지로 만들어 분석하였다. 또한, SigmaScan

이렇게 형성된 골 결손부를 아래와 같이 12마리씩 처치하였다.

Pro (SPSS, Chicago, IL, USA) 소프트웨어를 이용하여 MT 염색

(1) 1군: 골 결손부에 아무런 처치를 하지 않고 그대로 봉합.

표본에서 골 결손부의 신생골 면적을 측정하였다. 먼저 디지털

(2) 2군: 골 결손부에 콜라겐 플러그만 삽입 후 봉합.

이미지에 표시되어 있는 1 mm 스케일 바를 이용하여 프로그램

(3) 3군: 골 결손부에 LMT 콜라겐을 적용한 콜라겐 플러그를

의 calculate를 시행한 후, 최초로 형성하였던 골 결손부의 범위

삽입 후 봉합.

를 설정하였다. 그리고 결손부에 새로 형성된 골조직의 면적을

콜라겐 플러그는 Ateloplug (Bioland, Cheonan, Korea)를 미

측정하였다. 이어서 골 결손부의 전체면적을 측정한 뒤, 전체 골

리 균일 규격(0.01 g)의 1조각으로 준비하여 골 결손부 당 1조각

결손 면적에 대한 신생골의 면적으로 골 형성 비율(%, 신생골의

씩 적용하였다. LMT 콜라겐은 시판되는 Osscore (Denhouse)

면적/골 결손부의 면적×100)을 계산하였다.

를 제품의 표준 사용방법에 따라 적용하였다. 즉 제품에 동봉
된 트롬빈을 2% 리도카인(1:100,000 에피네프린) 0.5 mL와 혼

통계

합하여 용해한 후, 이 혼합용액에서 0.2 mL를 채취하여 1형 콜
라겐 1 mL와 혼합하여 LMT 콜라겐을 만들었다. 이렇게 조합

데이터 값은 IBM SPSS Statistics Subscription (IBM Co.,

된 LMT 콜라겐에서 0.1 mL를 채취하여 미리 준비된 콜라겐 플

Armonk, NY, USA) 통계 프로그램으로 분석하였다. 3개 군 사

러그에 5분간 적용시킨 후 골 결손부에 삽입하였다. 모든 군에

이의 신생골의 평균 부피와 면적, 그리고 골 형성 비율의 측정값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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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비교하기 위해 비모수적 분석법인 Kruskal–Wallis test를 사

H&E 염색 소견

용하였고, 이후 사후분석을 위해서 다시 2개 군 사이의 차이를
Mann-Whitney U-test를 사용해 분석하였다. 모든 통계결과의

H&E 염색 결과 골 결손부에 골조직이 다양한 정도로 형성된

신뢰도 값은 p ＜0.05이다.

것을 관찰할 수 있었다. 즉 μ-CT 이미지에서 골 결손부의 방사
선 불투과상이 증가한 양상을 보여주는 시편의 조직소견에서

Results

골 결손부에 골의 양이 증가된 조직소견을 보여주었다. 특히 8

μ-CT 평가

관찰되었다(Fig. 2A). 또한, 3군의 4주째의 시편들에서는 다른

주차의 3군에서 다른 군과 비교하여 신생골의 증가가 뚜렷하게
군들의 시편들과는 달리 골 결손부에 이식한 콜라겐 플러그가

시편들의 μ-CT 이미지(Fig. 1)에서 계측한 신생골의 부피에
대한 군별 평균값은 Table 1과 같다. 수술 4주 후에는 각 군 사

남아있는 것이 관찰되었다(Fig. 3).

이에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p =0.203). 반면에 수술 후 8주에 3

MT 염색 소견

군에서 측정된 신생골의 부피는 1군(p =0.026) 및 2군(p =0.041)
과 비교하여 유의하게 증가되었다. 또한, 1군(p =0.041)과 3군

골 결손부에 형성된 신생골의 골조직 양상을 MT 염색을 통

(p =0.015)은 4주째와 비교하여 8주째에서 신생골의 부피가 유의

해 확인하였다(Fig. 2B). 성숙골과 함께 미성술골이 혼재된 양상

하게 증가하였지만, 2군(p =0.180)에서는 유의한 증가가 관찰되

이 관찰되었고, 특히 수술 8주 후의 3군 시편에서 성숙골이 다

지 않았다.

른 군들보다 뚜렷하게 관찰되었다. 즉, MT 염색 슬라이드에서

A

B

Group 1

Group 1

Group 2

Group 2

Group 3

Group 3

Fig. 1. (A) Micro-computed tomography (μ-CT) scan image. Group 1 is sutured again without any treatment on the bone defect. In Group 2,
insert only the collagen plug into the bone defect, and in Group 3, insert the collagen plug soaked with lidocaine-maltodextrin-thrombin (LMT)
collagen. 4 weeks after surgery, 6 animals were sacrificed in each group, and then samples of the skull area were collected and subjected to μ-CT.
(B) μ-CT scan image. Group 1 is sutured again without any treatment on the bone defect. In Group 2, insert only the collagen plug into the bone
defect, and in Group 3, insert the collagen plug soaked with LMT collagen. 8 weeks after surgery, it proceeded in the same way as above.
Table 1. Average bone volume (mm2) of new bone on calvarial bone defect measured on micro-computed tomography scan image
Post operation

Group 1

Group 2

Group 3

p -value

4 weeks
8 weeks

2.26±1.02
4.64±2.11

3.01±0.97
4.83±2.31

3.96±1.34
10.13±4.43a

0.203
0.041

Values are presented as mean±standard deviation.
The Kruskal–Wallis test was used to compare the average volume of new bones between the three groups, and the difference between the two
groups was further analyzed using the Mann–Whitney U-test for post-mortem analysis.
a
Significant difference. p =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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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 4 weeks: empty

Post 4 weeks: collagen plug only

Post 4 weeks: collagen plug+LMT collagen

Post 8 weeks: empty

Post 8 weeks: collagen plug only

Post 8 weeks: collagen plug+LMT collagen

A
Post 4 weeks: empty

Post 8 weeks: empty

Post 4 weeks: collagen plug only

Post 8 weeks: collagen plug only

Post 4 weeks: collagen plug+LMT collagen

Post 8 weeks: collagen plug+LMT collagen

B

Fig. 2. (A) Histological image of calvarial samples. Empty group is Group
1. Collagen plug only group is Group
2, and collagen plug+lidocaine-maltodextrin-thrombin (LMT) collagen
group is Group 3. Image of hematoxylin-eosin (H&E) staining (×12.5).
(B) Histological image of calvarial
samples. Empty group is Group 1. Collagen plug only group is Group 2, and
collagen plug+LMT collagen group is
Group 3. Image of Masson’s Trichrome
(MT) staining (×12.5).

A

B

Fig. 3. (A) Hematoxylin-eosin (H&E)
staining and (B) Masson’s Trichrome
(MT) staining (left, ×12.5; right, ×100)
image of group 3 after 4 weeks. It can
be observed that the implanted collagen plug still remains in the bone
defect.

측정한 신생골의 평균 골 면적과 평균 골 형성 비율은 Table 2

다. 반면에 8주 표본에서는 평균 신생골의 면적과 평균 골 형성

및 3과 같다. 4주 표본에서 평균 신생골의 면적(p =0.719)과 평

비율에서 3개 군 간에 유의한 차이가 관찰되었다. 특히, 1군과 2

균 골 형성 비율(p =0.983)에서 3개 군 간에 유의한 차이는 없었

군 사이에서는 8주째에서 평균 신생골의 면적(p =0.937)과 평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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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2. Average bone area (mm2) of new bone on calvarial bone defect is measured on the Masson’s Trichrome staining slides
Post operation

Group 1

Group 2

Group 3

p -value

4 weeks
8 weeks

0.69±0.35
0.94±0.44

0.79±0.47
1.11±0.50

0.66±0.45
2.89±0.72a

0.719
0.005

Values are presented as mean±standard deviation
The Kruskal–Wallis test was used to compare the average volume of new bones between the three groups, and the difference between the two
groups was further analyzed using the Mann–Whitney U-test for post-mortem analysis.
a
Significant difference. p =0.05.
Table 3. Average bone regeneration rate (%) of new bone on calvarial defect is calculated as the ratio of the area of the new bone to the area of the
entire bone defect on the Masson’s Trichrome staining slides
Post operation

Group 1

Group 2

Group 3

4 weeks
8 weeks

19.57±9.47
27.36±12.27

19.71±10.37
33.81±7.69

19.78±9.84
67.23±14.53a

p -value
0.983
0.011

Values are presented as mean±standard deviation
The Kruskal–Wallis test was used to compare the average volume of new bones between the three groups, and the difference between the two
groups was further analyzed using the Mann–Whitney U-test for post-mortem analysis.
a
Significant difference. p =0.05.

골 형성 비율(p =0.699)에서 유의한 차이는 없었지만, 3군의 경

개발되어 사용되어 왔고, 현재 치과 임상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

우 평균 신생골의 면적과 평균 골 형성 비율이 1군(p ＜0.01, p

고 있는 것이 탈단백 우골(deprotenized bovine bone mineral,

＜0.01) 및 2군(p ＜0.01, p ＜0.01)과 비교하여 유의하게 증가하

DBBM)을 이용한 이종골이다. DBBM은 주로 골전도 능력을 지

였다.

닌 이식재로 자가골에 비해 골형성 능력은 떨어지고, 감염과 이
물반응의 위험이 증가한다. 따라서 최근에는 bone morphoge-

Discussion

netic protein type 2 (BMP-2) 등의 골 형성에 관여하는 단백질
들이 추가적으로 사용하는 것이 추세인 바, BMP-2는 체액요소

골조직은 세포요소, 체액요소, 그리고 물리적 요소들의 상호

로써, 골유도 능력을 증대시켜서 골의 재생을 촉진하게 된다[9].

작용으로 형성되고, 이 현상은 골 치유나 골 재생 과정에서도 동

LMT 콜라겐은 물리적 요소와 체액요소를 지닌 이식재료로,

일하다. 골 재생 시, 다양한 국소 단백질들이, 골형성 세포나 미

본 연구에서는 시판되고 있는 Osscore를 사용하였다. LMT 콜

분화 줄기세포가 골 결손부위로 이동하도록 유도한 뒤 골모세

라겐의 구성요소들에서, 1형 콜라겐은 골세포의 기질을 생산하

포로 분화하도록 지시하는데, 이것이 체액요소이다. 그리고 골

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는 단백질로 골의 주성분이 된다. 또한,

모세포가 골조직을 형성하는 것이 세포요소이고, 이러한 골모

몇몇 연구에서 골모세포의 분화와 부착을 촉진시키는 역할을

세포가 물리적 기질인 지지체를 따라 이동하면서 그 공간 내부

하는 것으로 보고되었다[10-12]. 그리고 세포 외 콜라겐 매트릭

로 침착하는 것이 물리적 요소이다[6,7]. 세포요소는 주로 골형

스의 침착은 콜라겐 섬유가 세포 수용체인 인테그린과 상호 작

성(osteogenesis) 능력을, 체액요소는 골유도(osteoinduction)

용하여 골 관련 유전자의 전사를 자극하는 신호 전달을 시작하

능력을, 그리고 물리적 요소는 골전도(osteoconduction) 능력

기 때문에 골형성 조절과정의 중요한 과정이 된다[13,14]. 말토

을 반영하며, 골 결손부를 재생하기 위해 이용되는 골이식재들

덱스트린은 소량의 글루코스와 말토스(maltose)로 구성된 d-

은 이러한 능력들 중 일부나 전부를 지니고 있다[8].

글루코스 다당류로, 상처의 치유과정에서 치유력을 향상시키

자가골은 위의 세 가지 능력을 모두 가지고 있어 골재생 효과

고, 감염 가능성을 줄일 수 있는 치유물질로서 주목을 받고 있다

가 좋고, 환자 친화적이며 치유속도가 빠르다. 하지만 자가골 이

[15]. 또한, 말토덱스트린은 섬유아세포의 대사를 자극함으로써

식술은 이식골의 채취를 위한 추가적인 수술부위를 형성해야

콜라겐 전환을 촉진하여 콜라겐 섬유를 증가시키는 것으로 보

하는 단점이 있고, 그로 인해 환자의 불편감, 수술시간, 합병증

고된 바 있다[16].

이나 부작용의 발생 가능성이 증가하게 된다. 이와 같은 불편감

트롬빈은 혈전 형성 과정 중에 피브리노겐을 피브린으로 변

을 해결하기 위하여 동종골이나 이종골의 다양한 골이식재가

화시키는데, 이때 낮은 트롬빈 농도 하에서 형성된 혈전은 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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꺼운 피브린 섬유로 구성되며 섬유소 용해(fibrinolysis)에 매우

으로 영향을 주었을 것으로 추정해 볼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1

민감한 반면, 높은 트롬빈 농도 하에서 형성된 혈전은 얇은 섬

군과 2군의 신생골의 부피가 4주와 8주에서 각각 군간에 유의

유로 구성되고 섬유소 용해에 비교적 내성이 있다고 보고되었

한 차이는 없었지만, 1군보다는 2군의 평균값이 더 많았는데, 1

다[17,18]. 또한, 트롬빈은 내피세포 표면수용체인 thrombo-

군은 4주에 비해 8주에서 유의한 증가가 보이지만, 2군은 4주와

modulin과 복합체를 형성하여 단백질 C를 활성화 단백질 C

8주간에 유의한 변화는 보이지 않았다. 이는 콜라겐 플러그만

(activated protein c, APC)로 변화시키고, 이 APC가 Factor Va

적용한 경우 최종적인 골형성의 증가에는 그리 영향을 주지 못

와 Factor VIIIa를 억제하여 항응고 작용을 일으킨다. 그리고 동

했지만, 초기 골형성을 촉진한 것으로 판단된다.

시에 피드백 억제 기전으로 트롬빈의 생산이 감소되어[19,20],

본 연구는 동일 개체에서 지속적인 변화를 파악한 것이 아니

응고 작용은 저해되고 항응고 작용이 나타나게 된다. 따라서 이

라 개별 개체에서의 결과를 보았기 때문에 개체간의 차이가 주

식 초기에 Osscore와 함께 사용된 트롬빈이 고농도 환경을 만들

는 영향을 무시할 수 없고, 이 차이를 충분히 반영할 수 있을 만

어 피브린 그물망의 형성을 더욱 촉진하게 된다.

큼의 실험 샘플의 수를 확보하지 못했다는 한계도 있다. 즉, 본

그리고 리도카인은 아미드형 국소마취제로, 지용성 단백질과

연구에서처럼 4주, 8주 후에 각각 실험동물을 희생시키지 않고,

의 결합능력이 높기 때문에 콜라겐 단백질을 잘 용해시키는 특

1주부터 8주까지 1주일 간격으로 백서의 골 결손부위를 CT 스

징을 가지고 있어 용매제로서도 사용이 가능하다. 그리고 리도

캔하여 동일 개체에서의 시간 경과에 따른 신생 골 형성을 관찰

카인을 용매로 사용하는 경우에 추가적으로 수술이나 염증에

하는 방법을 고안할 수도 있을 것이다. 또한, 본 연구에서는 적

의한 동통의 발생을 감소시킬 수 있으며, 콜라겐 용액의 경우 산

용의 편리함 때문에 콜라겐 플러그를 사용하였지만, 실제 임상

성을 띄는 경우가 많은데 이러한 산성도를 중성화시키는 역할

에서 다양한 골 이식재료들과 함께 적용하여 사용할 수 있을 것

을 하게 된다.

이다. 혹은 콜라겐 플러그 이외의 다른 지지체를 사용하거나, 최

위와 같은 구성 성분들의 상호작용으로, LMT 콜라겐을 골 결

근 다양하게 이용되고 있는 3D printed customized implant

손부에 적용시키면 콜라겐 섬유가 트롬빈 유도로 형성된 피브

로 골 결손부를 재건하는 경우 함께 사용할 수도 있을 것이다

린 그물망과 결합되어 콜라겐-피브린 그물망을 형성하게 되고

[26,27].

[21,22], 그물망에 세포나 싸이토카인이 정착되면서 지지체 내

결론적으로, LMT 콜라겐을 적용한 콜라겐 플러그를 골 결손

에서 보다 오래 유지될 수 있도록 한다[9,23]. 이는 3군의 4주

부에 적용하였을 경우, 아무 처치를 하지 않은 경우나 콜라겐 플

째 슬라이드에서 이식했었던 콜라겐 플러그가 다른 군과는 달

러그만을 적용한 경우와 비교해서 신생골의 부피와 골 형성 비

리 여전히 남아있는 것을 통해 알 수 있다(Fig. 3). 이때 피브린

율이 4주 표본에서는 각 군 모두에서 유의한 차이가 보이지 않

과 콜라겐이 어떻게 상호작용하는지는 아직 명확하게 보고된

았지만, 8주 표본에서는 LMT 콜라겐을 적용한 콜라겐 플러그를

바는 없지만, 지금까지의 연구에서 피브린과 콜라겐 사이의 공

골 결손부에 적용한 3군이 다른 군들과 비교하여 유의하게 증가

유 가교 결합을 형성하는데 있어서 Fcator XIIIa의 역할이 언급

한 것을 알 수 있었다. 이는 LMT 콜라겐과 지지체로 기능할 콜

되기도 하였다[24,25]. 이처럼 물리적 요소와 함께 콜라겐과 피

라겐 플러그의 조합이 골 결손부에서 4주가 지나고 나서도 골

브린 단백질이 체액요소를 수행하게 되고, 더욱이 이 콜라겐-피

형성에 지속적으로 영향을 준 것으로 판단되고, 따라서 골 결손

브린 그물망에 부착되는 단백질들이 더욱 체액요소를 보강하게

부의 수복에 있어서 다양한 가능성과 선택지를 임상가에게 제

된다.

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본 연구에서는 백서의 두개골 결손부에 LMT 콜라겐을 적용
한 콜라겐 플러그를 삽입한 경우, 콜라겐 플러그만을 삽입한 경
우와 아무런 처치를 하지 않은 경우를 비교해서 신생골의 형성

Acknowledgements

정도를 관찰하였는데, 골 결손부에서 관찰되는 신생골의 평균

This work was supported by the National Research

부피와 횡단면의 평균 골 면적을 측정한 값은 4주째에서는 각

Foundation of Korea (NRF) grant funded by the Korea gov-

군 간에 유의한 차이가 없었지만, 8주째의 골 부피와 골 면적의

ernment (MSIT) (No.2018R1C1B5086579).

평균값이 3군에서 유의하게 증가하였다. 따라서 LMT 콜라겐이
신생골의 형성에 기여한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또한, 3군의 4
주째 슬라이드에서 콜라겐 플러그가 여전히 남아있고, 4주까지
는 유의한 차이가 없었지만, 8주째에서 차이가 나타나는 것을
통해, 4주가 경과하고서도 LMT 콜라겐이 신생골 형성에 지속적

26

www.chosunobr.org

Conflicts of Interest
The authors declare that they have no competing interests.

Jang-Ha Lee, et al.

ORCID
Jang-Ha Lee
https://orcid.org/0000-0002-5189-4310
Min-Keun Kim
https://orcid.org/0000-0002-5481-841X
Young-Wook Park
https://orcid.org/0000-0001-5881-7257

References
1. Elgali I, Omar O, Dahlin C, Thomsen P. Guided bone regeneration: materials and biological mechanisms revisited.
Eur J Oral Sci 2017;125:315-337. doi: 10.1111/eos.12364.
2. Liu Y, Sun X, Yu J, Wang J, Zhai P, Chen S, Liu M, Zhou
Y. Platelet-rich fibrin as a bone graft material in oral and
maxillofacial bone regeneration: classification and summary for better application. Biomed Res Int 2019;2019:
3295756. doi: 10.1155/2019/3295756.
3. Kim H, Park J, Yun P, Kim Y. Evaluation of bone healing using rhBMP-2 soaked hydroxyapatite in ridge augmentation:
a prospective observational study. Maxillofac Plast Reconstr
Surg 2017;39:40. doi: 10.1186/s40902-017-0138-9.
4. Kwon K. Successful strategy of treatment used to rhBMP-2
and LFA-collagen scaffold for BRONJ. J Korean Dent Assoc
2014;52:218-233.
5. McGovern J, Griffin M, Hutmacher D. Animal models for
bone tissue engineering and modelling disease. Dis Model
Mech 2018;11:dmm033084. doi: 10.1242/dmm.033084.
6. Kraus K, Kirker-Head C. Mesenchymal stem cells and bone
regeneration. Vet Surg 2006;35:232-242. doi: 10.1111/
j.1532-950X.2006.00142.x.
7. Cancedda R, Dozin B, Giannoni P, Quarto R. Tissue engineering and cell therapy of cartilage and bone. Matrix Biol
2003;22:81-91. doi: 10.1016/s0945-053x(03)00012-x.
8. Garg A. Bone biology, harvesting, grafting for dental implants: rationale and clinical applications. Chicago: Quintessence Pub. Co.; 2004.
9. Urist M. Bone: formation by autoinduction. Science
1965;150:893-899. doi: 10.1126/science.150.3698.893.
10. Byrne E, Farrell E, McMahon L, Haugh M, O'Brien F, Campbell V, Prendergast P, O'Connell B. Gene expression by
marrow stromal cells in a porous collagen-glycosaminoglycan scaffold is affected by pore size and mechanical
stimulation. J Mater Sci Mater Med 2008;19:3455-3463.
doi: 10.1007/s10856-008-3506-2.
11. Chevallay B, Herbage D. Collagen-based biomaterials as 3D
scaffold for cell cultures: applications for tissue engineering and gene therapy. Med Biol Eng Comput 2000;38:211218. doi: 10.1007/BF02344779.

12. Wolf K, Alexander S, Schacht V, Coussens LM, von Andrian
UH, van Rheenen J, Deryugina E, Friedl P. Collagen-based
cell migration models in vitro and in vivo. Semin Cell Dev
Biol 2009;20:931-941. doi: 10.1016/j.semcdb.2009.08.005.
13. Xiao G, Wang D, Benson M, Karsenty G, Franceschi R.
Role of the alpha2-integrin in osteoblast-specific gene
expression and activation of the Osf2 transcription factor. J Biol Chem 1998;273:32988-32994. doi: 10.1074/jbc.
273.49.32988.
14. Lynch M, Stein J, Stein G, Lian J. The influence of type I
collagen on the development and maintenance of the osteoblast phenotype in primary and passaged rat calvarial
osteoblasts: modification of expression of genes supporting cell growth, adhesion, and extracellular matrix mineralization. Exp Cell Res 1995;216:35-45. doi: 10.1006/excr.
1995.1005.
15. Silvetti A. An effective method of treating long-enduring
wounds and ulcers by topical applications of solutions of
nutrients. J Dermatol Surg Oncol 1981;7:501-508. doi:
10.1111/j.1524-4725.1981.tb00685.x.
16. Salgado R, Cruz-Castañeda O, Elizondo-Vázquez F, Pat L,
De la Garza A, Cano-Colín S, Baena-Ocampo L, Krötzsch
E. Maltodextrin/ascorbic acid stimulates wound closure
by increasing collagen turnover and TGF-β1 expression in
vitro and changing the stage of inflammation from chronic
to acute in vivo. J Tissue Viability 2017;26:131-137. doi:
10.1016/j.jtv.2017.01.004.
17. Wolberg A. Thrombin generation and fibrin clot structure.
Blood Rev 2007;21:131-142. doi: 10.1016/j.blre.2006.
11.001.
18. Rowe S, Lee S, Stegemann J. Influence of thrombin concentration on the mechanical and morphological properties of
cell-seeded fibrin hydrogels. Acta Biomater 2007;3:59-67.
doi: 10.1016/j.actbio.2006.08.006.
19. Esmon C. Molecular events that control the protein C anticoagulant pathway. Thromb Haemost 1993;70:29-35. doi:
10.1055/s-0038-1646155.
20. Walker F, Fay P. Regulation of blood coagulation by the
protein C system. FASEB J 1992;6:2561-2567. doi: 10.1096/
fasebj.6.8.1317308.
21. Kim O, Litvinov R, Chen J, Chen D, Weisel J, Alber M.
Compression-induced structural and mechanical changes
of fibrin-collagen composites. Matrix Biol 2017;60-61:141156. doi: 10.1016/j.matbio.2016.10.007.
22. Lai V, Frey C, Kerandi A, Lake S, Tranquillo R, Barocas
V. Microstructural and mechanical differences between
digested collagen-fibrin co-gels and pure collagen and fibrin gels. Acta Biomater 2012;8:4031-4042. doi: 10.1016/
j.actbio.2012.07.010.
23. Nedrelow D, Bankwala D, Hyypio J, Lai V, Barocas V. Mechanics of a two-fiber model with one nested fiber network, as applied to the collagen-fibrin system. Acta Biomater 2018;72:306-315. doi: 10.1016/j.actbio.2018.03.053.

27

Bone regeneration effect of LMT collagen
24. Nyman D, Duckert F. Proceedings: factor XIII, fibrin and
collagen. Thromb Diath Haemorrh 1975;34:551. doi:
10.1055/s-0039-1689318.
25. Reyhani V, Seddigh P, Guss B, Gustafsson R, Rask L, Rubin
K. Fibrin binds to collagen and provides a bridge for αVβ3
integrin-dependent contraction of collagen gels. Biochem J
2014;462:113-123. doi: 10.1042/BJ20140201.
26. Garagiola U, Grigolato R, Soldo R, Bacchini M, Bassi G,
Roncucci R, De Nardi S. Computer-aided design/com-

28

www.chosunobr.org

puter-aided manufacturing of hydroxyapatite scaffolds
for bone reconstruction in jawbone atrophy: a systematic
review and case report. Maxillofac Plast Reconstr Surg
2016;38:2. doi: 10.1186/s40902-015-0048-7.
27. Kim M, Han J, Kwon K, Park Y, Shim J. Correction of facial asymmetry using a patient-specific three-dimensional
printed polycarprolactone/beta tricalcium phosphate scaffold: a case report. Oral Biol Res 2021;45:143-149. doi:
10.21851/obr.45.03.202109.14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