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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se Report

Sinus floor augmentation using a mineralized freeze-dried bone graft
combined with recombinant human bone morphogenetic protein-2:
clinical and histological results of three cas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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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evaluate clinical and histological outcomes using a freeze-dried bone allograft (FDBA) combined with
recombinant human bone morphogenetic protein-2 (rhBMP-2) in sinus floor augmentation. Sinus floor augmentation was performed
in three patients using the FDBA and rhBMP-2. After a 5-month healing period, biopsies were performed simultaneously with implant
surgery. It was possible to obtain enough bone to place implants quantitatively and to obtain excellent initial fixation of implants
qualitatively. In this case series, the results showed that rhBMP-2 encourages bone formation and enough bone can be made to place
implants when performing sinus floor augmentation with FDB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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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troduction

가 늘어나고 이식 후 흡수가 많이 발생하는 단점이 있다[1]. 따
라서 이에 대한 대안으로 동종골, 이종골, 합성골 이식재들이 활

임플란트는 무치악 부위에서 상실된 치아를 대체할 수 있는

발히 연구되어 실험 및 임상에 적용되고 있다. 동종골의 경우 탈

최선의 방법으로 고려되고 있다. 이러한 임플란트를 식립하기

회동종골(demineralized freeze-dried bone graft, DFDBA)과

위해선 충분한 수평적, 수직적 골량이 필요하다. 임플란트를 식

비탈회동종골(mineralized freeze-dried bone graft, FDBA)로

립하기에 치조골이 부족한 경우 상악동 거상술, 골유도 재생술

나뉘는데 탈회동종골의 경우 골유도성, 골전도성이 있으나 비

(guided bone regeneration, GBR) 등의 치조골 이식술이 필요

탈회동종골의 경우 골유도성은 결여 되어 있다고 보고되고 있

하다. 사용되는 골이식재로는 자가골, 동종골, 이종골, 합성골

다. 이종골과 합성골의 경우에도 골형성능, 골유도능이 결여되

등이 있다. 이중 자가골은 골형성(osteogenesis), 골유도(osteo-

어 있어 골전도성만으로 골조직 재생을 증진시킨다[2].

induction), 골전도(osteoconduction)의 성질을 모두 가지고

골유도는 결손부 내에 존재하는 또는 주위의 혈행에서 유래

있는 특성 및 면역반응을 유발하지 않는 특성 때문에 우선적으

한 골전구세포들을 골모세포로의 분화로 유도하여 골모세포를

로 고려될 수 있지만 충분한 양을 채득하기가 힘들고 수술 부위

통한 신생골 형성을 촉진함으로써 새로운 골을 형성하는 것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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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한다. 골유도는 골형성 세포의 활성화를 유도하는 중간 매개

노라마 사진상에서 치근단 병소 관찰되고 치은부종 지속 및

체에 의해서 이루어지는데 골형성유도단백질(bone morpho-

electric pulp test (EPT)(-) 관찰되어 보존과로 의뢰되었다. 보

genetic protein, BMP)이 골전구세포의 골모세포로의 분화를

존과에서 근관치료 후 통증은 감소하였으나 심한 동요로 인해

유도한다고 보고되면서 골재생을 촉진하는 매개체로서 가장 많

보존 불가할 것으로 판단되어 치주과로 재의뢰되어 발거 후 임

은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다[3,4].

플란트 식립 계획되었다.

치과분야에서 BMP 관련 연구들은 주로 임플란트 주위 치조

발치 3개월 후 촬영된 컴퓨터 단층 촬영(cone beam com-

골 형성을 위한 골유도재생술, 상악동거상술에서 비계(scaf-

puted tomography, CBCT) 방사선 사진상에서 남은 잔존치

fold)와 결합된 형태로 BMP가 적용된 경우였으며, 이 연구들은

조골의 수직적 높이가 0.95 mm로 관찰되었다. 따라서 임플란

골전도성만 보유한 골이식재에 BMP을 통해 골유도성을 부여하

트 식립을 위한 충분한 골을 확보하기 위해서 mixed FDBA와

고 골재생능력을 평가하기 위함이었다[3]. 특히 이중에 BMP-2

rhBMP-2를 사용한 상악동저골이식술과 잔존 치조골의 치관측

는 체내에서 성장 및 분화인자로 작용하며, 간엽 줄기세포–골

으로 mixed FDBA와 흡수성 차폐막을 사용한 골유도재생술을

전구세포(osteoprogenitor)–조골모세포(preosteoblast)-골모

시행하기로 계획되었다.

세포(osteoblast)-골화골모세포(osteocytic osteoblast)-골세포

국소 마취하에 치조정 절개 및 #25 치아의 원심측에 수직절

(osteocyte)에 이르는 골형성 전체 단계에서 광범위하게 작용

개를 시행한 후 골막기자를 사용하여 전층판막을 거상하였다.

하여 신생골의 생성을 촉진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4]. 여러 골

CBCT상에서 관찰된 치관측의 부족한 잔존 치조골을 확인할 수

이식재들 중에 지금까지 상악동거상술에서 해면골(cancellous

있었다. 전층 판막이 거상된 수술부위에 piezosurgery (MEC-

bone)과 피질골(cortical bone)을 3:7의 비율로 혼합한 비탈회

TRON, Carasco, Italy)을 사용하여 상악동 측방골에 골창을 형

동종골(mixed FDBA)을 BMP-2와 함께 혼합하여 골재생능력을

성한 후 상악동막을 거상하였다. Mixed FDBA (Do bone; Re-

평가한 연구는 보고되지 않았다.

new medical, Bucheon, Korea) 2 cc와 rh-BMP2 (Novosis-

이 연구에서는 재조합 사람 유래 골형성유도단백질(recom-

Dent; CGBIO, Seoul, Korea)를 혼합하여 거상된 상악동저에

binant human bone morphogenetic protein-2, rhBMP-2)를

충전하고 치조제 치관측으로도 골이식술 시행하였다. 상방으

mixed FDBA와 섞어 GBR과 상악동 거상술에 적용한 후 임상

로 Bone tack (Osung, Gimpo, Korea)을 사용하여 흡수성 차폐

결과와 조직학적 분석을 통한 증례보고를 하고자 한다. 상기 연

막인 collagen membrane (GENOSS, Suwon, Korea)을 고정

구는 조선대학교 치과병원 생명윤리심의위원회 승인을 받은 후

하여 폐쇄하였다. 비흡수성 봉합사(Happylon; Shirakawa Co.,

시행되었다(IRB no. CUDHIRB 2020007).

Takayama, Japan)를 이용하여 봉합을 시행하고 술후 파노라마
방사선사진과 CBCT를 촬영하였다. 술 전 CBCT 사진과 비교했

Case Description

을 때, 치조제 높이가 0.95 mm에서 수술직후 14.69 mm로 충
전된 골이식재로 인해서 증가된 모습을 관찰할 수 있었다(Fig. 1).
상악동저 골이식술 및 골유도재생술 5개월 뒤에 임플란트 술

Case 1

전 CBCT 촬영 후 이식재가 일부 수축하였으나 표준형 임플란
57세 남성 환자로 #26 치아부위의 잇몸이 부었다는 주소로
내원하였다. 예방적으로 아스피린 복용 중이었으며 특이 할만

트를 식립하기에 충분한 높이 11.32 mm의 치조골을 확보할 수
있었다.

한 전신질환은 없었다(Table 1). 치은부종이 관찰되어 당일 국

국소마취 하에 치조정절개 및 #25 치아의 원심측에 수직절

소마취(lidocaine 2%, epinephrine 1:100,000; Yuhan, Seoul,

개를 시행하여 전층판막을 거상하였다. #26 부위의 상악동거

Korea) 하에 치근활택술을 시행하였으며 일주일 뒤 내원 시 파

상 부위의 초기 드릴을 이용하여 상악동하연까지 삭제한 후

Table 1. Case summary
Case no.

Age (y)

Gender

Site

Implant system (D×L)

ISQ (B/P)

RBH

ABH

1
2
3

57
75
60

Man
Woman
Woman

#26
#15
#25

4.5×12
3.5×11.5
4.5×12

75/72
80/81
75/76

0.95 mm
1.81 mm
1.86 mm

11.32 mm
18.02 mm
18.00 mm

D, diameter of implant (mm); L, length of implant (mm); ISQ, implant stability quotient; B, buccal direction; P, palatal direction; RBH, residual
bone height before the surgery; ABH, augmented bone height after bone heal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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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 Cone-beam computed tomography (CT) images and surgical procedure of case 1. (A) CT view before sinus floor elevation. (B) After fullthickness flap was elevated, a lateral window access was formed using a piezoelectric device. (C) The lateral window was removed. (D) The mixed
FDBA and rhBMP2 were placed into the sinus floor space after elevation of the sinus membrane and bone grafting was performed on the crestal
defect of the residual alveolar ridge. (E) The collagen membrane was placed and fixed by the Bone tack (Osung, Gimpo, Korea). (F) CT view after
the surgery. FDBA, freeze-dried bone allograft; rhBMP-2, recombinant human bone morphogenetic protein-2.

trephine bur를 이용하여 임플란트 식립 전 상악동 내의 골조

41.2%, 소성 섬유성결체조직 48.5%였다(Fig. 3).

직을 채취하였고 생검 샘플은 직경 2 mm, 길이 8 mm 크기였
다. #26 부위에 직경 4.5 mm, 길이 12 mm의 임플란트를 제조

Case 2

사의 지시대로 식립하였다. ISQ (Osstell Mentor; Osstell Co.,
Stampgatan, Sweden) 수치를 측정하였고 그 수치는 협측방향

75세 여성환자로 #14–15 unit bridge가 많이 흔들린다는 주

으로 75, 구개측방향으로 72로 측정되어 양호한 초기 고정력

소로 내원하였다. 당뇨, 고혈압, 관절약을 복용 중이었다(Table

을 관찰할 수 있었다. 4개월 후에 2차 수술을 통해 치유 지대주

1). 초진 파노라마 방사선 사진에서 #14–15 bridge의 지대치에

(healing abutment)를 체결하고 비흡수성 봉합사를 이용하여

치조골 소실 및 치근단 침범이 관찰되어 발치한 후 임플란트를

일차봉합을 시행하였다(Fig. 2).

식립할 것을 계획하였다.

조직학적인 평가를 위해 채취된 골시편을 4% 완충 포르말린

발치 3개월 후에 촬영한 CBCT상에서 남은 잔존 치조골의 수

으로 2일간 고정하고, 10% formic acid로 2주간 탈회하였다.

직적 높이가 2 mm 이내로 관찰되었다. 따라서 임플란트 식립을

파라핀에 포매한 후 7 μm 두께로 절단하였다. 이를 Hematox-

위한 충분한 골을 확보하기 위해서 rhBMP-2와 mixed FDBA을

ylin-Eosin 으로 염색한 후 광학현미경(Leica DM750; Leica

이용하여 상악동저골이식술을 시행하고 치조골의 치관측으로

Microsystems Ltd., Heerbrugg, Switzerland) 으로 관찰하였

골이식재와 흡수성 차폐막을 사용한 골유도재생술을 시행하기

다. 조직계측학적 평가는 i-Solution software (IMT i-Solution

로 계획하였다.

Inc., Burnaby, BC, Canada)을 이용하여 시행하였다.

국소 마취 하에 치조정 절개 및 견치 근심측에 수직절개를 시

조직학적으로 이식된 골이식재들 주위로 신생골 침착이 활발

행하여 전층판막으로 거상하였다. 임플란트를 식립할 부위에서

하게 진행되었고, 이식재와 신생골간의 완전한 유합이 관찰되

부족한 잔존 치조골을 확인할 수 있었다. 골막기자를 사용하여

었다. 골조직 사이를 채우고 있는 소성 섬유성 결체조직 내에서

전층 판막을 거상하고 piezosurgery를 사용하여 상악동의 측방

미약한 만성염증세포의 침윤이 관찰되나 특기할 염증 및 이물

으로 접근하는 골창을 만들고 상악동막을 거상하였다. Mixed

반응 소견은 관찰되지 않았다.

FDBA 4 cc와 rhBMP-2를 혼합하여 거상된 상악동저에 충전하

조직형태계측학적으로 잔존골이식재, 신생골조직, 그리고 소

고 치조제의 치관측으로 골이식술 시행하였다. 치근단 부위와

성 섬유성결체조직의 구성은 잔존골이식재 10.3%, 신생골조직

치조제 상방에 Bone tack을 사용하여 흡수성 차폐막인 Osse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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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 Cone-beam computed tomography (CT) images and surgical procedure after bone healing of case 1. (A) CT view after 6 months of bone
healing. (B) After full-thickness flap was elevated, the newly formed alveolar ridge was observed. (C) Core biopsies were harvested using a trephine bur (inner diameter 2 mm). (D) After the alveolar bone was drilled, the implant fixture was placed. (E) The primary closure was performed
with mono-filament suture. (F) CT view after the insertion of the impla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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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G
N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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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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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 Histologic view and histomorphometric analysis of case 1 (H&E stained, A: ×40, B: ×100). (A) The newly formed bone is actively deposited around the transplanted bone grafts, and complete fusion between the graft and the new bone is achieved. The gaps between the trabeculae
of bone are filled with loose CT. (B) The sample shows 41.2% NB, 10.3% RG, and 48.5% CT. NB, newly formed bone; RG, residual bone graft; CT,
connective tissue.

guard (ZIMMER BIOMET, Warsaw, Sweden)을 고정하고 폐쇄

였다. 그 후 #15 부위 치조정에서 trephine bur를 이용하여 골

하였다. 비흡수성 봉합사를 이용하여 봉합을 시행하고 술후 파

조직 채취을 채취하였고, 샘플은 직경 2 mm, 길이 6 mm 크기

노라마 방사선사진과 CBCT를 촬영하였다. 술전 CBCT 사진과

였다.

비교하여, 잔존 치조제 높이가 1.81 mm에서 수술직후 15.16
mm으로 증가된 모습을 관찰할 수 있었다(Fig. 4).

#14 부위에 직경 3.5 mm, 길이 11.5 mm, #15 부위에 직경
4.0 mm, 길이 11.5 mm의 임플란트를 제조사의 지시대로 식립

상악동저 골이식술 및 골유도재생술 후 5개월 뒤에 임플란트

하였다. ISQ 수치는 #14의 임플란트에서 협측방향으로 76, 구

술전 CBCT 촬영 결과 표준형 임플란트를 식립에 충분한 높이인

개측 방향으로 78, #15의 임플란트에서는 협측방향으로 80, 구

18.02 mm의 치조골을 확보할 수 있었다.

개측 81이 측정되어 양호한 초기 고정력이 관찰할 수 있었다. 4

임플란트를 식립하기 위해서 국소마취하에 치조정절개 및
#13 치아의 원심측에 수직절개를 시행하여 전층판막을 거상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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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월 후 2차 수술을 통해 치유 지대주를 체결하고 비흡수성 봉
합사를 이용하여 봉합을 시행하였다(Fig.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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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4. Cone-beam computed tomography (CT) images and surgical procedure of case 2. (A) CT view before sinus floor elevation. (B) After fullthickness flap was elevated, a lateral window access was formed using a piezoelectric device. (C) The lateral window was removed. The grafted alveolar ridge around #16 area was observed beside the surgical site. (D) The mixed FDBA and rhBMP2 were placed into the sinus floor space after
elevation of the sinus membrane. (E) The bone grafting was performed on the crestal defect of the residual alveolar ridge and the collagen membrane was placed and fixed by the Bone tack (Osung, Gimpo, Korea). (F) CT view after the surgery. FDBA, freeze-dried bone allograft; rhBMP-2,
recombinant human bone morphogenetic protein-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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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5. Cone-beam computed tomography (CT) images and surgical procedure after bone healing of case 2. (A) CT view after 6 months of bone
healing. (B) After full-thickness flap was elevated, the newly formed alveolar ridge was observed. (C) Core biopsies were harvested using a trephine bur (inner diameter 2 mm). (D) After the alveolar bone was drilled, the implant fixtures were placed. (E) The healing abutments were applied and the primary closure was performed. (F) CT view after the insertion of the implants.

조직학적인 평가를 위해 채취된 골시편을 4% 완충 포르말린
으로 2일간 고정하고, 10% formic acid로 2주간 탈회하였다. 파
라핀에 포매한 후 7 μm 두께로 절단하였다. 이를 Hematoxy-

lin-Eosin으로 염색한 후 광학현미경으로 관찰하였다. 조직계측
학적 평가는 i-Solution software을 이용하여 시행하였다.
조직학적으로 이식된 골이식재들 주위로 활발한 신생골의 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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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6. Histologic view and histomorphometric analysis of case 2 (H&E stained, A: ×40, B: ×100). (A) The active formation of new bone around
the grafted bone graft is observed, a number of grafts are buried in the newly formed bone matrix. Overall bone density is good. The gaps between the trabeculae of bone is filled with loose CT. (B) The sample shows 55.0% NB, 11.7% RG, and 33.3% CT. NB, newly formed bone; RG,
residual bone graft; CT, connective tissue.

성으로 다수의 이식재들이 새롭게 형성된 골기질내에 매몰되어

상악동저 골이식술 및 골유도재생술 후 5개월 후에 임플란트

관찰되었다. 전반적인 골밀도도 양호하며, 골조직 사이사이를

식립 전에 CBCT를 촬영한 결과, 표준형 임플란트를 식립하기에

채우고 있는 소성결체 조직내에서 미약한 만성 염증세포의 침윤

충분한 높이인 18 mm의 치조골을 관찰할 수 있었다.

이 관찰되나 특기할 염증 및 이물반응 소견은 관찰되지 않았다.

국소마취하에 치조정절개 및 #23 치아의 원심측에 수직절

조직형태 계측학적으로 잔존골이식재, 신생골조직, 그리고

개를 시행하여 전층판막을 거상하였다. #25, 26 부위에서 tre-

소성 섬유성 결체조직의 구성은 잔존골이식재 11.7%, 신생골조

phine bur를 이용하여 골조직을 채취하였고 채취된 조직은 직

직 55.0%, 소성 섬유성결체조직 33.3%였다(Fig. 6).

경 2 mm, 길이 6 mm 크기였다.
#24 부위에 직경 4.0 mm, 길이 12 mm, #25 부위에 직경 4.5
mm, 길이 12 mm, #26 부위에 직경 4.5 mm, 길이 12 mm의

Case 3

임플란트를 제조사의 지시대로 식립하였다. ISQ 수치는 #24의
60세 여성환자로 기존 상악 RPD 사용중이었으나 불편감을

임플란트에서 협측방향으로 77, 구개측방향으로 77, #25의 임

이유로 임플란트 상담 차 내원하였다. 전신질환이나 복용 중인

플란트에서 협측방향으로 75, 구개측방향으로 76, #26의 임플

약물은 없었다(Table 1). 잔존치아들 중에서 #24 치아는 예후가

란트에서 협측방향으로 75, 구개측방향으로 74가 측정되어 양

불량하여 발치한 후 #24–26부위에 임플란트를 식립할 것을 계

호한 초기 고정력을 관찰할 수 있었다. 4개월 후 2차 수술 시에

획하였다.

치유 지대주를 체결하고 비흡수성 봉합사를 이용하여 봉합을

발치 2개월 후 측방 접근법을 이용한 상악동저 골이식술을 시

시행하였다(Fig. 8).

행하였다. 국소 마취하에 치조정 절개 및 #23 치아의 원심측에

조직학적인 평가를 위해 채취된 골시편을 4% 완충 포르말린

수직절개를 시행하여 전층판막으로 거상하였다. 치관측의 부

으로 2일간 고정하고, 10% formic acid로 2주간 탈회하였다. 파

족한 잔존 치조골을 확인할 수 있었다. 골막기자를 사용하여 전
층 판막을 거상한 후 piezosurgery를 사용하여 측방으로 접근하

라핀에 포매한 후 7 μm 두께로 절단하였다. 이를 Hematoxylin-Eosin으로 염색한 후 광학현미경으로 관찰하였다. 조직계측

는 골창을 만든 후 상악동막을 거상하였다. Mixed FDBA 4 cc

학적 평가는 i-Solution software를 이용하여 시행하였다.

와 rhBMP-2를 혼합하여 거상된 상악동저에 충전하고 치조제의
치관측으로 골이식술 시행하였다.

조직학적 평가에서 일부 이식된 골이식재들 주위로 신생골의
침착으로 서로 유합되기도 하나 이식재들이 조밀하게 분포된

치조정, 근심협측, 원심협측에 Bone tack을 사용하여 흡수

영역에서는 일부 이식재들과 주위 섬유성 결체조직의 변성소견

성 차폐막인 Osseoguard을 고정하고 폐쇄하였다. 비흡수성 봉

이 관찰되었다. 그러나 미약한 만성 염증세포의 침윤이 관찰될

합사를 이용하여 봉합을 시행하고 술후 파노라마 방사선사진과

뿐 특기할 염증 및 이물 반응 소견은 관찰되지 않았다.

CBCT를 촬영하였다. 술전 CBCT 사진과 비교했을 때, 수술직후

조직형태계측학적으로 잔존골이식재, 신생조직, 그리고 소

잔존 치조골의 높이가 1.86 mm에서 18 mm로 증가된 모습을

성 섬유성결체조직의 구성은 잔존골이식재 16.1%, 신생골조직

관찰할 수 있었다(Fig. 7).

20.1%, 소성 섬유성결체조직 63.8 %였다(Fig.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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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7. Cone-beam computed tomography (CT) images and surgical procedure of case 3. (A) CT view before sinus floor elevation. (B) After fullthickness flap was elevated, a lateral window access was formed using a piezoelectric device. (C) The lateral window was removed. The vessel was
observed on the sinus membrane. (D) The mixed FDBA and rhBMP2 were placed into the sinus floor space after elevation of the sinus membrane and the bone grafting was performed on the crestal defect of the residual alveolar ridge. (E)The collagen membrane was placed and fixed
by the Bone tack (Osung, Gimpo, Korea). (F) CT view after the surgery. FDBA, freeze-dried bone allograft; rhBMP-2, recombinant human bone
morphogenetic protein-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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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8. Cone-beam computed tomography (CT) images and surgical procedure after bone healing of case 3. (A) CT view after 6 months of bone
healing. (B) After full-thickness flap was elevated, the newly formed alveolar ridge was observed. (C) Core biopsies were harvested using a trephine bur (inner diameter 2 mm). (D) After the alveolar bone was drilled, the implant fixtures were placed. (E) The healing abutments were applied and the primary closure was performed. (F) CT view after the insertion of the implants.

Discussion
BMP는 인체에서 발견되는 자연적으로 형성된 다기능 성장

인자의 그룹이며 형질 전환 성장 인자 β (TGF-β)의 중의 일부
이다. BMP는 세포 내 단백질의 신호전달 경로를 인산화하고 활
성화시키는 특정 세린-쓰레오닌 키나아제(serine-threonine

243

Sinus floor augmentation with BMP-2 and an allograft

NB
CT

RG

NB

NB

RG

RG

NB
NB

A

RG

B

Fig. 9. Histologic view and histomorphometric analysis of case 3 (H&E stained, A: ×40, B: ×100). (A) Although some grafted bone grafts are
combined with each other due to the deposition of new bone around them, the resorption of some grafts and the surrounding fibrous connective
tissue was observed in the area where the grafts were densely distributed. (B) The sample shows 20.1% NB, 16.1% RG, and 63.8% CT. NB, newly
formed bone; RG, residual bone graft; CT, connective tissue.

kinase) 세포 표면 수용체에 결합하여 신호 전달 경로를 시작하

보고되었다. Han 등[13]은 BMP-2와 BMP-7은 bone remod-

게 한다. 궁극적으로 세포 내 단백질은 여러 조절 복합체를 형성

eling 동안 골과 연골의 성장 및 항상성 유지에 유의미한 효과

하여 유전자 발현을 촉진하고 핵에서 표적 유전자의 프로모터

가 있다고 하였고 Yasko 등[14]은 rhBMP-2가 mesenchymal

(promoter) 영역에 결합한다.

stem cells로부터 골아세포의 증식을 촉진시키면서 골기질의 생

BMP-2를 포함한 BMP들은 골모세포 형성과 신생골 형성에

합성을 활성화 시킨다고 하였다.

영향을 미치는 몇 가지 중요한 경로에 관여한다: Smad 경로,

Boyne 등[15]은 상악동저골이식술에서 rhBMP-2의 안전성

Hedgehog 경로, TGF-β 경로 및 사이토카인-사이토카인 수용
체 상호작용. BMP-2 표적 유전자는 세포핵에 위치한 광범위한

과 효과에 대한 연구를 하였는데 CBCT 분석에서 모든 환자에

전사 인자 코호트를 포함한다. BMP2의 골재생 효과는 Runx2-

란트 식립 시 채취한 core bone에 대한 조직검사에서 양질의

Smad 복합체의 형성에 의해 매개된다[5]. TGF-β 세포 내 단백
질인 Smads는 전사 인자와 조절 복합체를 형성하여 세포 내 신

신생골을 확인하였다. Triplett 등[16]은 상악동저골이식술에

호전달의 표현형 표적 유전자 유도를 조절한다. BMP-2는 세포

식한 경우와 비교 실험과 결과 골형성 속도의 차이는 없었으나

핵에서 일련의 전사인자(RUNX2, OSX, DLX5)의 발현을 증가

rhBMP-2를 적용한 그룹에서 자가골에 비해 더 높은 골밀도를

시켜 조골세포 성숙을 촉진하고, 이는 조골세포 표시 유전자인

가진 신생골이 만들어진다고 보고하였다. Gutwald 등[17] 역시

OSE2의 발현을 유도한다[6].

상악동거상술 후 rhBMP-2를 적신 콜라겐만 넣거나 자가골을

있어 평균 8.51 mm 높이의 유의한 골 성장이 관찰되었고 임플

서 rhBMP-2를 적신 콜라겐 스펀지만을 넣고 이를 자가골을 이

BMP는 골과 연골의 형성을 유도하는 능력을 가진 단백질로

이식한 뒤 각기 다른 제조사의 임플란트를 식립하여 bone-to-

알려져 있는데 Urist 등[7]이 탈회처리한 골을 골조직이 없는 조

implant contct (BIC), 골밀도(bone density)를 비교 실험한 결

직에 매식하여 거기에서 새롭게 신생골을 형성할 수 있음을 증

과 두 그룹간 골형성 속도 차이는 없으나 콜라겐만을 넣은 실험

명했다. 이 실험을 통해 처음 탈회된 골기질에서 골 유도 능력이

군이 대조군보다 유의할 정도의 높은 BIC와 골밀도를 보였다고

있는 단백질이 있음을 밝히고 BMP라 명명하였다[7]. 이후 1988

하였다.

년에 Wang 등[8]에 의해 cDNA 복제에 성공하여 BMP의 전 염
기서열이 밝혀졌고 현재에는 20종류 이상이 확인되었다.

BMP는 수용성이고 단독으로 사용시 즉시 분해되어 골유도
효과를 거의 볼 수 없다[18]. 따라서 운반체 역할을 할 수 있는

임상에서 사용 가능한 BMP는 2종류로 정제된 BMP와 재조

scaffold가 반드시 필요한데 이 scaffold는 BMP 방출량을 조절

합 BMP가 있는데 정제된 BMP는 복잡한 정제 방식과 채취량

하면서 BMP의 파괴나 비활성화에 대해 보호할 수 있어야 하고

이 적고 단독 사용시 바로 대사되는 단점이 있다[9,10]. 현재는

생체적합성이나 예측할 수 있는 생체분해성, 적절한 염증반응

재조합 유전자 기술의 발달로 골유도 능력을 갖고 있는 다양한

유도능력과 같은 일반적인 요구조건을 충족시켜야 이상적이다

recombinant human BMP를 생산할 수 있게 되었다[11,12].

[19,20]. Scaffold로 사용되고 있는 여러 가지 재료 중 현재 임상

BMP 중에서 BMP-2와 BMP-7이 가장 활성이 뛰어난 것으로

에서 가장 널리 사용되고 있는 것은 collagen과 TCP이다[21].

여겨지는데 특히 구강악안면 영역에서 많은 BMP-2 임상실험이

Herford [22]는 rhBMP-2를 자가골이나 이종골에 섞어 쓰는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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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 골광화가 더 빠르게 진행되어 임플란트 식립 시기를 앞당길
수 있다고 하였고 Schwartz 등[23]은 deproteinized cancellous bovine bone을 운반체로 이용 시 운반체로서의 역할과 동
시에 골유도 효과가 있다고 밝혔다. Jung 등[24]은 HA를 sca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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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되었다. 다른 체계적 고찰 논문에서는 자가골 이식 후 상악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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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이식술이 수직골 증가 측면에서 rhBMP-2/ACS 그룹보다 유
의하게 더 크다고 보고했다[27]. 이 고찰 논문에는 더 많은 무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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