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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요약

연구 목적

두경부의 결손 및 이에 따른 재건에 있어 골결손이 동반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재건 방법으로

자가 또는 동종 골 이식, 골 대체물 이식 등의 방법이 시행되어 왔다. 그러나 골 대체물 이식은

이를 덮은 연조직의 상처 치유를 저해할 수 있으며, 특히 방사선 치료가 동반되는 경우 조직

허혈, 세포 및 혈관 감소로 인한 만성 상처로 진행할 수 있음이 알려져 있다. 이전의 연구에서 골

결손의 재건에 이용될 수 있는 이상적인 골 대체물을 만들고자 PCL(polycaprolactone)과 BGS-

7(CaO-SiO2-P2O5-B2O3 glass-ceramics)을 서로 다른 비율로 합성하여 골 재생 정도를

관찰하여 비교한 바 있다. 본 연구에서는 랫드의 두경부 상처치유 모델에서 연부조직 아래에

서로 다른 골 대체물을 이식하여 방사선 조사를 시행함으로써 기존에 임상적으로 널리 사용되어

온 티타늄으로 제작된 이식물과 골 대체 합성물로 제작된 이식물이 방사선 조사에 있어

상처치유에 어떠한 영향을 가지는지 관찰하고자 한다.

연구 방법

총 15마리의 SD 랫드(8주령)를 다음과 같이 3군으로 나누었다.

1군 (n=5): full-thickness incisional wound model에 이식물 없이 봉합

2군 (n=5): full-thickness incisional wound model에 PCL+BGS-7 복합체 이식물 삽입

3군 (n=5): full-thickness incisional wound model에 titanium 이식물 삽입

1. 랫드의 두피에 full-thickness incision 시행 및 이식물 삽입

No. 15 blade 를 이용하여 두피에 25mm의 절개를 가하여 피하 연부 조직을 박리하고, 골막에도

동일한 길이의 절개를 가하여 8mm 폭으로 두개골을 노출시킨다. 1군은 이식물 없이, 2군은

박리한 골막 아래 PCL+BSS-7 복합체 이식물을 삽입하고, 3군은 박리한 골막 아래 titanium 

이식물을 삽입한다. Vicryl 4-0를 이용하여 골막을 봉합한다. Vicryl 3-0를 이용하여 두피를

봉합한다.

2. 방사선 조사

1회 8Gy의 방사선을 차폐막으로 두부에 국한되도록 하여 3일 간격으로 5회, 총 40Gy 조사한다.

3. 육안 관찰

수술 1주 후, 4주 후, 7주 후 수술 부위의 gross 소견을 육안으로 관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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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조직 화학염색

7주 후와 13주 후에 각 군의 2마리를 sacrifice 하여 두피의 수술 절개 흉터를 포함하는 20mm 

직경의 검체를 채취하여 H&E 염색과 Masson’s trichrome 염색을 시행한다. 이를 슬라이드로

제작하여 현미경을 통해 관찰 및 평가한다.

결과

1. 육안 관찰

각 군에서 수술 1주, 4주, 7주 후 육안으로 관찰할 수 있는 상처의 문제는 발생하지 않았다.

2. 수술 소견

이식 7주 후와 13주 후 1군의 검체 채취 수술 시 상처부위의 특이소견이 관찰되지 않았다. 2군의

수술 시 7주 후와 13주 후의 수술에서 동일하게 PCL + BGS-7 복합체 이식물의 pore 로

조직이 자라 들어가 골막의 박리를 위해서는 가위로 절개를 가해야만 했으며, 이외 수술 상처의

특이소견은 관찰되지 않았다. 3군의 수술 시 7주와 13주 후의 수술에서 동일하게 Titanium 

implant에 대한 골막 조직의 부착이나 pore 로의 조직 침투는 관찰되지 않았으며 이외 수술

상처의 특이소견은 관찰되지 않았다.

3. 조직학적 소견

1군의 7주 후 조직학적 소견 상 표피 아래의 dysmorphic 한 glandular structure 가

관찰되었으며, 진피층의 정상 세포구조가 부분적으로 Thick 한 fibrous tissue 와 collagen 

bundle 로 대체된 소견을 보였다. 근육층은 얇지만 intact 한 layer 로 관찰되었으며, 그 아래의

골막에서 periosteocyte 와 Thick 한 fibrous tissue 가 관찰되었다. 1군의 13주 후 조직학적

소견 상 7주 후의 검체와 동일한 양상을 보였으며, Muscle layer의 진행된 fibrosis를 관찰하였다.

2군의 7주 후 조직학적 소견 상 표피 아래의 dysmorphic 한 glandular structure 가

관찰되었으며, 진피층의 fibrous tissue 와 collagen bundle 이 관찰되었다. 얇지만 intact 한

muscle layer 가 관찰되었고, 그 아래 periosteocyte 와 thick 한 fibrous tissue 가 관찰되었다.

2군의 13주 후 조직학적 소견 상 7주 후의 검체와 동일한 양상을 보였으며, 더 광범위하고

진행된 muscle layer의 fibrosis를 관찰하였다. 3군의 7주 후 조직학적 소견 상 두꺼워진 표피가

관찰되었으며, 표피 아래 진피층의 glandular tissue는 감소했고, Thick 한 fibrous tissue 와

collagen bundle 이 관찰되었다. 절개 부위의 muscle layer는 관찰되지 않았으며, 1군 및 2군에

비해 scanty 한 fibrous tissue가 관찰되었다. 3군의 13주 후 조직학적 소견 상 광범위하게

두꺼워진 표피, 광범위한 glandular tissue의 소실, Muscle layer의 소실 및 심한 fibrosis를

관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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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

본 연구는 랫드의 두개골 부위에 발생한 절개 상처에 대하여 이식한 서로 다른 이식물이 방사선

조사 후 상처 치유에 대해 가지는 영향을 관찰하기 위한 동물실험 연구로, 조직학적 소견 상

PCL+BGS-7 복합체를 이식한 경우가 Titanium 이식물을 이식한 경우보다 연부 조직의 상처

치유에 더 tolerable 한 결과를 확인하였으며 이를 통해 방사선 치료를 동반한 골재건에서 PCL 

+ BGS-7 복합체가 연부조직에 대하여 우수한 생체적합성을 가질 가능성을 확인하였다. 본

연구는 PCL + BGS-7 복합체 이식을 동반한 상처 절개 모델에 방사선 조사를 시행한 후 육안

및 조직학적 소견을 관찰한 첫번째 연구로, 본 실험에서 확인한 효과가 임상적으로도 유의미한

효과를 가질 수 있을지에 대한 추가 연구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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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론

트라우마나 악성 종양의 절제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두경부의 결손은 골결손을 동반할 수

있으며, 골 결손을 재건하기 위한 노력은 자가 조직의 이식을 포함한 다양한 이식물의 개발을

가능하게 했다. 뼈의 결손을 대체할 자가조직은 한정적이며 공여부의 상처 문제나 모양과 크기의

측면에서 재건에 불리한 경우가 많다. 대체물의 이식은 형태와 크기를 비교적 자유롭게 제작할

수 있으며 공여부의 문제를 야기하지 않지만, 자가조직을 이식하는 경우보다 인접한 연조직의

상처 치유를 저해할 가능성이 크고 감염 등의 합병증을 동반할 수 있다(1). 특히 악성 종양의

절제 후 흔하게 시행되는 방사선 치료는 세포의 감소, fibroblast의 비정상적인 분화, 혈관의

손상과 감소로 인한 조직 허혈과 cytokine 과 성장인자의 비정상적인 induction으로 인해

만성적인 염증과 섬유화를 일으키고 만성 상처를 야기할 수 있음이 알려져 있다(2). 특히

골결손의 재건에 임상적으로 흔히 사용되어온 티타늄 보형물의 이식은 이식물의 형태를 비교적

자유롭게 molding 할 수 있는 장점이 있으나 방사선 치유를 동반하는 경우 치명적인 연부

조직의 상처치유 저해 및 보형물의 노출 등의 문제가 제기되어 왔다.

한편, 골 재건을 위한 재료는 충분한 물리적 탄성을 필요로 하며, 동시에 성공적인 생착을

위해서는 우수한 osteoconductivity를 가져야 하나, 두 요소는 일반적으로 상반되는 경향이

있다고 알려져 왔다. 이러한 문제를 극복하고자 다양한 물질로 이루어진 이식물에 대한 연구가

활발하게 이루어져 왔으며, 최근에는 우수한 생체적합성을 가진 생체활성유리인

바이오글래스(bioactive glass)가 연구의 대상이 되고 있다. 바이오글래스는 이산화규소(SiO2), 

산화나트륨(Na2O), 산화칼슘(CaO) 및 오산화인(P2O5)로 개발된 합성 규산염 기반의 세라믹

그룹으로, 추후 산화칼륨(K2O), 산화마그네슘(MgO) 및 산화 붕소(B2O)가 첨가되어 안정된

조성으로 수정되었다(3). 본 연구의 대상이 되는 복합체를 구성하는 BGS-7(CaO-SiO2-P2O5-

B2O3)은 osteoconductivity가 높아 bioactive 한 물질이며, 우수한 경도를 보이지만, 쉽게 깨질

수 있는 특성이 있어 단독으로 사용하기에는 임상적으로 부적절하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biodegradable polyester 인 polycaprolactone(PCL) 과 혼합하여 우수한 물리적 특성과 향상된

bioactivity를 확인하려는 연구가 진행되어왔다. PCL은 무독성의 유연한 polymer로 의학

분야에서 흔히 사용되고 있는 scaffold이다. 앞선 연구에서는 다양한 비율로 혼합한 PCL+BGS-

7 복합체 이식물이 골결손 부위에 이식된 후 골재생에 미치는 영향을 관찰하여 이상적인 비율의

골 대체물을 확인하고자 한 바 있다.

본 연구에서는 랫드 두경부의 상처치유 모델에서 연부조직 아래에 서로 다른 재료(PCL+BGS-7, 

Titanium)로 만들어진 골 대체물을 이식한 후 봉합하고, 방사선 조사를 시행한 후 육안소견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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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찰하여 상처치유 결과를 확인하고 수술부위의 검체를 얻고 조직소견을 확인하여, 기존에

임상적으로 널리 사용되어 온 티타늄으로 제작된 이식물과 골 대체 합성물로 제작된 이식물이

방사선 조사에 있어 상처치유에 어떠한 영향을 가지는지 관찰하고자 한다.

II. 재료 및 방법

총 15마리의 SD 랫드(8주령)를 다음과 같이 3군으로 나누었다.

1군 (n=5): full-thickness incisional wound model에 이식물 없이 봉합

2군 (n=5): full-thickness incisional wound model에 PCL+BGS-7 복합체 이식물 삽입

3군 (n=5): full-thickness incisional wound model에 titanium 이식물 삽입

1. 이식물의 제작

PCL 과 BGS-7을 3D melt-printing system을 이용해 porous mesh 구조로 혼합하여

제작하였다. 직경은 8mm, 높이는 2mm 로 제작하여 무균처리를 시행하였다. Pore의 크기는 약

400㎛ 가 되도록 하였으며, 같은 방법으로 동일한 크기와 모양의 티타늄 이식물을 제작하였다.

2. 랫드의 두피에 full-thickness incision 시행 및 이식물 삽입

No. 15 blade 를 이용하여 두피에 25mm 길이의 절개를 가하여 피하 연부 조직을 박리하고,

골막에도 동일한 길이의 절개를 가하여 8mm 폭으로 두개골을 노출시킨다. 1군은 이식물 없이, 

2군은 박리한 골막 아래 복합체 이식물을 삽입하고, 3군은 박리한 골막 아래 titanium 이식물을

삽입한다. Vicryl 4-0를 이용하여 이식물을 고정하면서 골막을 봉합한다. Vicryl 3-0를 이용하여

두피를 봉합한다.

3. 방사선 조사

수술 후 1주째부터 1회 8Gy의 방사선을 차폐막으로 두부에 국한되도록 하여 3일 간격으로 5회,

총 40Gy 조사한다. 매 회마다 조사 후 상처의 특이소견과 회복 후 랫드의 전신상태를 관찰한다.

4. 육안 소견 관찰

수술 1주 후, 4주 후, 7주 후 수술 부위의 gross 소견을 육안으로 관찰한다.

5. 조직 화학염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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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술 시행 후 7주째와 13주째에 각 군의 2마리를 sacrifice하여 두피의 수술 절개 흉터를

포함하는 20mm 직경의 검체를 채취하여 H&E 염색과 Masson’s trichrome 염색을 시행한다.

이를 슬라이드로 제작하여 현미경을 통해 관찰 및 평가한다.

사육환경

실험 기간 동안 동일한 군에 속한 랫드 3마리씩 한 케이지에서 생활하였고, 물과 음식은

자유롭게 섭취할 수 있도록 제공하였다. 상온(21 ±2℃)과 적절한 습도(60 ±5%)를 제공하였고, 

12:12 시간의 비율로 낮, 밤의 주기를 유지하였다. 모든 연구는 아산 생명과학 연구소의 동물

실험 윤리 위원회의 승인 하에 시행하였고, 윤리 규정을 준수하였다.

마취방법

마취는 호흡마취를 시행하였으며, 호흡 마취는 isoflurane을 3% 농도로 유지하였다. 수술은

랫드가 진정되어 심장 박동수가 안정화된 후 진행하였다.

III. 결과

1. 육안 관찰

각 군에서 동일하게 수술 1주, 4주, 7주 후 육안으로 관찰할 수 있는 상처의 문제는 발생하지

않았다. 이식물을 삽입한 2군과 3군의 모든 개체에서, 수술 후 4주차 및 7주차에 두꺼워진

피부로 인한 이식물 이식부위의 contour 가 더욱 명확하게 관찰되는 경향을 보였다. 수술

4주차에는 모든 개체에서 방사선을 조사한 수술부위의 부분적인 탈모가 관찰되었으며, 7주차에는

모든 개체에서 수술부위의 전체적인 탈모가 관찰되었다.

2. 검체 채취 수술 소견

7주째와 13주째의 1군의 검체 채취 수술 시 육안 상 상처부위의 특이소견이 관찰되지 않았다.

두꺼워지고 단단해진 진피로 인해 방사선 조사 전보다 절개가 어려운 소견 이외에 박리 시

수술부위의 특이소견은 관찰되지 않았다. 2군의 수술 시 단단해진 피부의 절개가 어려웠으며,

7주째와 13주째에서 동일하게 골막의 절개 후 박리 시 PCL+BGS-7 복합체 이식물의 pore 로

조직이 자라 들어가 이식물로부터 골막을 박리하기 위해 가위로 절개를 가해야 했으며, 이외

수술 상처의 특이소견은 관찰되지 않았다. 3군의 수술 시 7주째와 13주째에서 진피가 단단해진

소견을 동일하게 관찰하였으며, 골막의 박리 시 티타늄 이식물에 대한 조직의 부착이나 pore 

로의 조직 침투는 관찰되지 않았으며 이외 수술 상처의 특이소견은 관찰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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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조직학적 소견

1군의 7주 후 조직학적 소견 상 H&E 염색에서 표피 아래의 dysmorphic 한 glandular structure 

가 관찰되었으며, 진피층의 정상 세포구조가 일부 Thick 한 fibrous tissue 와 collagen bundle 

로 대체된 소견을 보였다. 이는 Masson’s trichrome 염색에서 붉은 색의 세포와 파란색의

섬유화 조직으로 더욱 명확히 관찰되었다. H&E 염색에서 근육층은 얇지만 intact 한 layer 로

관찰되었으며, 그 아래의 골막에서 periosteocyte와 Thick 한 fibrous tissue가 관찰되었다.

마찬가지로 이는 Masson’s trichrome 염색에서 두꺼운 파란색 층으로 명확하게 관찰되었다.

1군의 13주 후 조직학적 소견에서도 상기의 결과는 동일하게 관찰되었으며, 절개부위의 muscle 

layer에서 진행된 fibrosis 가 관찰되었다. 2군의 7주 후 조직학적 소견 상 H&E 염색과

Masson’s trichrome 염색에서 표피 아래의 dysmorphic 한 glandular structure 가 관찰되었으며,

진피층의 두꺼운 fibrous tissue 와 collagen bundle 이 관찰되었다. 얇지만 intact한 muscle 

layer 가 관찰되었고, 그 아래 periosteocyte와 thick 한 fibrous tissue 가 관찰되었다. 2군의

13주 후 조직학적 소견 상 유사한 양상이 관찰되었으며, 절개부위의 muscle layer에서

fibrosis가 더욱 광범위하게 관찰되었다. 3군의 7주 후 조직학적 소견 상 H&E 염색에서

두꺼워진 표피가 관찰되었으며, 표피 아래 진피층의 glandular tissue는 감소된 소견을 보였고,

Thick 한 fibrous tissue 와 collagen bundle 이 관찰되었다. 절개 부위의 muscle layer는

관찰되지 않았으며, Masson’s trichrome 염색에서 1군 및 2군에 비해 scanty 한 periosteal 

fibrous tissue 가 관찰되었다. 3군의 13주 후 조직학적 소견 상 광범위한 glandular structure의

소실과 더욱 심한 connective tissue의 fibrosis 가 관찰되었으며, muscle layer는 거의 관찰되지

않았고 fibrosis 로 replacement 된 소견을 보였다.

IV. 고찰

악성 종양의 절제로 인한 골결손을 포함하는 두경부 재건은 흔한 경우 방사선 치료를 동반한다.

방사선 조사를 시행하는 경우 연부 조직의 상처치유는 심각하게 저해될 우려가 있으므로, 

성공적인 골 대체물은 효과적인 생분해성, 무독성 및 적절한 물리적 특성을 가짐과 동시에 연부

조직에 대한 생체적합성을 가져야 한다(4). 골 대체물의 재료로 광범위하게 사용되어온 티타늄은,

형태와 크기를 자유롭게 조절 가능한 측면과 물리적 강도 측면에서 강점을 가졌으나 생분해되지

않으며 단단하고 거친 표면이 유지되어 연부조직에 대한 생체적합성 측면에서 약점을 가진다.

특히 방사선 조사로 인한 조직의 섬유화로 인해 발생하는 연조직의 긴장도로 인해 이식된

티타늄이 최악의 경우 노출되는 경우가 임상적으로 문제가 되어왔다. 이에 대한 기존 연구에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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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식된 티타늄에 대한 방사선 조사 시 scatter 로 인한 인접 조직의 손상 가능성을 제기하기도

하였으며, bioactive glass가 더 나은 치유 환경을 제공할 가능성을 보고한 바 있다(5).

본 연구에서는 뛰어난 osteoconductive 특성을 가진 생체활성유리를 포함한 PCL+BGS-7 

복합체로 만든 이식물이 골 재생의 측면 이외에도, 연부 조직의 치유에 있어서도 scaffold 로

작용하여 세포의 이동 및 부착을 통해 혈관을 포함한 연조직의 치유를 촉진할 수 있으며, 방사선

조사를 시행하는 경우에도 scatter 가 발생하지 않아 티타늄을 이식한 경우보다 인접한 연조직의

치유에 tolerable할 것으로 예상하였다. 기존에 보고된 동물실험에서는 PCL로 제작한 pore를

가진 3D printed implant에 세포를 seeding 한 후 이를 피하층에 이식하여 pore로의 혈관신생을

관찰하기도 하였으며(6), 세포 전처치 없이 이식한 implant에 lipoaspirate를 주입한 후 성공적인

생착을 조직학적 소견으로 제시하기도 하였다(7).

이 연구의 결과에서 육안 소견으로는 모든 군에서 절개 수술 상처의 벌어짐이나 괴사, 피부염

등의 소견이 관찰되지 않았다. 해당 결과는 방사선 조사를 계획함에 있어 상처 합병증을 야기할

수 있는 충분한 양의 방사선 조사량이 아니거나, 임상에서 흔히 관찰되는 보형물의 노출을

야기할 만한 충분한 연조직의 장력이 부하되지 않았을 가능성을 시사한다. 기존의 문헌 보고에

따르면, 비가역적인 조직 손상을 야기하는데 필요한 방사선 조사량은 45Gy의 single 

dose였으며(8), 피부염을 야기하는 방사선 조사량은 90Gy의 single dose였다(9). 육안 소견으로

관찰되는 상처 합병증을 관찰할 수 없었던 것은 본 연구의 한계점이다. 문헌 보고에 따르면 35-

55Gy의 방사선 조사로 인한 랫드의 사망률은 20%였으며(10), 방사선 조사량을 디자인하는 본

연구의 pilot study에서 두부에 총 40Gy를 초과하는 방사선을 조사하였을 때 50%의 확률로

개체가 사망하였으므로, 향후에는 이식 부위를 주요 장기가 없는 사지의 근막 위 또는 두경부의

premaxillar area로 시행하여 더 많은 방사선 조사량을 single dose로 시행함으로써 이를 보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검체를 얻기 위한 재수술에서는 1군에서 두꺼워진 진피로 인해 절개가 어려웠던 점 이외의

특이소견을 보이지 않았으나, 2군에서는 PCL+BGS-7 복합체 이식물의 Pore로 골막 조직 침투와

강한 부착이 일어난 소견이 관찰되었으며, 장력을 가해도 박리가 불가능하여 가위로 절개를

시행하여 박리를 시행하였다. 반면 3군에서는 티타늄 이식물의 Pore 로의 조직 침투나 부착이

관찰되지 않았으며 가벼운 장력으로 골막의 박리가 가능하였다. 이러한 소견은 PCL+BGS-7이

scaffold 로 작용하여 인접한 연조직 세포의 이동 또는 부착을 촉진하였을 가능성을 시사한다. 

조직학적 소견에서는 7주 후와 13주 후의 검체에서 동일한 양상으로, 1군이나 2군의 개체와는

달리 티타늄 이식물을 이식한 개체의 절개 부위에서 소실된 정상 세포 구조나 glandular tissue, 

진피 아래의 근육층이 관찰되지 않고 fibrous tissue 로 대체된 소견, 골막과 periosteocyte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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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cant하게 관찰된 점은 티타늄 이식물의 이식이 주변 연조직의 치유와 정상 구조의 회복을

저해하고 지속적인 염증으로 인한 과다 섬유화와 정상 세포의 괴사에 기여하였을 가능성을

시사한다. 해당 소견은 13주 후 채취한 3군의 검체에서 더욱 심한 정도로 관찰되었다. 이를 통해

방사선 조사에 있어 기존에 광범위하게 사용되었던 티타늄 이식물과 달리 방사선 조사 시 back-

scattering의 우려가 없는 PCL+BGS-7 복합체 이식물이 연부 조직의 치유에 더 tolerable할

가능성을 확인하였으며, 앞서 언급한 더 많은 조사량을 시행할 수 있는 향후의 실험에서 더 많은

개체에서도 조직학적 소견에서 동일한 양상이 관찰된다면 본 연구에서 확인한 가능성을 뒷받침할

것으로 기대할 수 있다.

언급되었던 한계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는 골 대체물로 각광받으며 활발히 연구되고 있는

PCL+BGS-7 이 방사선 치료 후의 연조직의 상처 치유에 있어 기존에 널리 사용되던 티타늄보다

뛰어난 생체적합성을 가질 가능성을 확인한 첫번째 연구이며 향후 대규모 동물실험 및

임상실험의 필요성을 제시하고 있다.

V. 결론

본 연구는 랫드의 두개골 부위에 발생한 절개 상처에 대하여 이식한 서로 다른 이식물이 방사선

조사 후 상처 치유에 대해 가지는 영향을 관찰하기 위한 동물실험 연구로, 조직학적 소견 상

PCL+BGS-7 복합체를 이식한 경우가 Titanium 이식물을 이식한 경우보다 연부 조직의 상처

치유에 더 tolerable한 결과를 확인하였으며 이를 통해 방사선 치료를 동반한 골재건에서

PCL+BGS-7 복합체가 연부조직에 대하여 우수한 생체적합성을 가질 가능성을 확인하였다. 본

연구는 PCL+BGS-7 복합체 이식을 동반한 상처 절개 모델에 방사선 조사를 시행한 후 육안 및

조직학적 소견을 관찰한 첫번째 연구로, 본 실험에서 확인한 효과가 임상적으로도 유의미한

효과를 가질 수 있을지에 대한 추가 연구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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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II. 그림

Figure 1. 두피 full-thickness incision model 제작. 랫드 두피의 정중앙에 25mm 길이의

절개선을 디자인하여 절개선을 따라 두피의 절개 및 박리를 시행하였다(a). 노출된 골막을 절개된

두피와 같은 길이로 절개하고 두개골로부터 박리하여 폭 10mm의 두개골을 노출시켰다(b).

노출된 두개골의 정중앙 부위에 골막 아래에 위치하도록 PCL+BGS-7 복합체 이식물(c)과

티타늄 이식물(d)을 삽입하였다. Vicryl 4-0를 이용하여 골막을 봉합하며 이식물의 고정을

시행하였다(e). Vicryl 3-0를 이용하여 두피를 봉합하였다(f).

a b

c d

e 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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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2. 수술 상처의 육안 소견. 수술 1주째 육안 소견에서 1, 2, 3군(a, b, c)의 특이소견은

관찰되지 않았으며, 수술 4주째 1, 2, 3군(d, e, f)의 수술 상처는 부분적 탈모 이외 특이소견을

보이지 않았다. 수술 7주째 1, 2, 3군(g, h, i) 에서도 두껍고 단단해진 피부와 탈모 이외의

특이소견은 관찰되지 않았다.

a b c

d e f

g h 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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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3. 수술 7주째 검체 획득을 위한 재수술. 1군의 검체 채취 시 두껍고 단단해진 피부

이외의 특이소견은 관찰되지 않았다(a, b). 2군의 검체 채취 시 PCL+BGS-7 복합체 이식물의

pore로 조직의 침투와 부착(arrow)이 관찰되었다(c). 3군의 검체 채취 시 티타늄 이식물의

pore로의 조직 침투나 부착은 관찰되지 않았다(d).

a b

c
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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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4. 수술 후 7주째 Group 1의 조직 화학 염색 소견(x40). H&E 염색에서

절개부위(arrow)에서 표피와 진피층의 glandular structure 가 관찰되었으며, Thick fibrous 

tissue(★) 와 intact muscle layer(◆), 그리고 periosteocyte 와 두꺼운 골막과 인접한 fibrous 

tissue(●)가 관찰되었다(a). 이는 Masson’s trichrome 염색에서 더 확연하게 나타났다(b).

a

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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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5. 수술 후 7주째 Group 2의 조직 화학 염색 소견(x40). H&E 염색에서

절개부위(arrow)에서 표피와 진피층의 glandular structure 가 관찰되었으며, Thick fibrous 

tissue(★) 와 intact muscle layer(◆), 그리고 골막과 인접한 thick fibrous tissue(●)가

관찰되었다(a). 이는 Masson’s trichrome 염색에서 더 확연하게 나타났다(b).

a

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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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6. 수술 후 7주째 Group 3의 조직 화학 염색 소견(x40). H&E 염색에서 절개부위에서

두꺼워진 표피(arrow)와 진피층의 glandular structure, fibrous tissue(★) 가 관찰되었고 muscle 

layer의 소실과 fibrous tissue의 증식(◆)이 관찰되었다. 그리고 scanty한 골막 및 인접한

fibrous tissue(●)가 관찰되었다(a). 이는 Masson’s trichrome 염색에서 더 확연하게 나타났다(b).

a

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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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7. 수술 후 13주째 Group 1의 조직 화학 염색 소견(x40). H&E 염색에서

절개부위(arrow)에서 표피와 진피층의 glandular structure 가 관찰되었으며, Thick fibrous 

tissue(★) 와 fibrosis를 동반한 intact muscle layer(◆), 그리고 두꺼운 골막과 인접한 fibrous 

tissue(●)가 관찰되었다(a). 이는 Masson’s trichrome 염색에서 더 확연하게 나타났다(b).

a

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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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8. 수술 후 13주째 Group 2의 조직 화학 염색 소견(x40). H&E 염색에서

절개부위(arrow)에서 표피와 진피층의 glandular structure 가 관찰되었으며, Thick fibrous 

tissue(★) 와 광범위한 fibrosis를 동반한 intact muscle layer(◆), 그리고 골막과 인접한 thick 

fibrous tissue(●)가 관찰되었다(a). 이는 Masson’s trichrome 염색에서 더 확연하게 나타났다(b).

a

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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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9. 수술 후 13주째 Group 3의 조직 화학 염색 소견(x40). H&E 염색에서 절개부위에서

매우 두꺼워진 표피(arrow)와 진피층에서 glandular structure의 광범위한 소실, thick fibrous 

tissue(★) 가 관찰되었고 muscle layer의 광범위한 소실과 fibrous tissue로의 대체(◆)가

관찰되었다. 그리고 scanty한 골막 및 인접한 fibrous tissue(●)가 관찰되었다(a). 이는

Masson’s trichrome 염색에서 더 확연하게 나타났다(b).

b

a



[텍스트 입력] [텍스트 입력] [텍스트 입력]

Table 1. 각 군에서 관찰된 7주째와 13주째의 조직학적 소견

Specimen Epidermis Dermis Muscle Periosteum

Group 1 *a Non-

specific

Dysmorphic glandular tissue, 

Fibrous connective tissue

Intact Abundant 

fibrosis

b Non-

specific

Dysmorphic glandular tissue, 

Fibrous connective tissue

Intact Abundant 

fibrosis

^c Non-

specific

Dysmorphic glandular tissue, 

Fibrous connective tissue

Fibrosed Abundant 

fibrosis

d Non-

specific

Dysmorphic glandular tissue, 

Fibrous connective tissue

Fibrosed Abundant 

fibrosis

Group 2 a Non-

specific

Dysmorphic glandular tissue, 

Fibrous connective tissue

Intact Abundant 

fibrosis

b Non-

specific

Dysmorphic glandular tissue, 

Fibrous connective tissue

Intact Abundant 

fibrosis

c Non-

specific

Dysmorphic glandular tissue, 

Fibrous connective tissue

Fibrosed Abundant 

fibrosis

d Non-

specific

Dysmorphic glandular tissue, 

Fibrous connective tissue

Fibrosed Scanty 

fibrosis

Group 3 a Segmental 

thickening

Scanty glandular tissue, Fibrous 

connective tissue

Segmentally 

fibrosed

Scanty 

fibrosis

b Segmental 

thickening

Scanty glandular tissue, Fibrous 

connective tissue

Segmentally

Fibrosed

Scanty 

fibrosis

c Thickening Absent glandular tissue, Fibrous 

connective tissue

Absent Nearly 

absent

d Thickening Absent glandular tissue, Fibrous 

connective tissue

Absent Absent

*a, b; 수술 7주 후의 검체, ^c, d; 수술 13주 후의 검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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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요약

Introduction

Bone defects have been reconstructed with autologous bone grafts, allogenic bone grafts, 

and bone substitute grafts. However, implantation of such grafts can interfere with wound 

healing of overlying soft tissue, especially when accompanied with radiotherapy on the 

surgical field due to tissue ischemia, hypocellularity, and hypovascularity, resulting in chronic 

non-healing wounds. For developing synthetic materials to serve as ideal bone substitutes, 

previous study has compared the degree of bone regeneration using synthesized materials 

with PCL(polycaprolactone) and BGS-7(CaO-SiO2-P2O5-B2O3 glass-ceramics) in different 

ratios. The purpose of the study is to compare the effect of different types of bone 

substitutes on surgical wounds undergoing irradiation using full-thickness incisional wound 

models created on PCL/BGS-7 scaffold implants and titanium implants that has been widely 

used in the field of craniofacial reconstructions.

Materials and Methods

A total of 15 SD rats (8 weeks old) were divided into following 3 groups.

Group 1 (n=5): full-thickness incisional wound model without implant

Group 2 (n=5): full-thickness incisional wound model with PCL+BGS-7 scaffold implant

Group 3 (n=5): full-thickness incisional wound model with titanium implant

1. Creating full-thickness incisional wound model on the scalp of SD rats.

Inhalation anesthesia with 2-3% Isoflurane was induced and maintained. Linear design for 

incision was done on the scalp. Skin incision was done followed by periosteum incision. 

Dissection of the periosteum was done to expose skull. No implant was inserted to Group 1, 

PCL/BGS-7 scaffold implants were inserted to Group 2, and titanium implants were inserted 

to Group 3. Incisional wounds were primarily closed with Vicryl sutures.

2. Radiation protoco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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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rom 7 days after the surgery, 8Gy of irradiations every 3rd day were done for 5 times on rat 

skull (total 40Gy).

3. Gross finding of the surgical wounds.

Gross feature of the immediate postoperative, 1 week after operation, 4 weeks after 

operation, and 7 weeks after operation was observed and photography was taken.

4. Histochemical staining of the specimen

2 rats out of each group were sacrificed on 7 weeks and 13 weeks after the surgery for 

obtaining specimen for histochemistry. H&E staining and Masson’s trichrome staining were 

performed and evaluation of the findings were done under microscopic review.

Results

1. Gross findings

No wound complication was observed on gross inspection in each group 7days, 4weeks, and 

7weeks after the surgery.

2. Reoperation findings

Reoperation to harvest specimen for histochemistry showed no specific finding in group 1. In 

group 2, fibrous tissue ingrowth to the pores of the implant was observed. In contrast, no 

adhesion or tissue ingrowth were observed when dissecting the periosteum from the titanium 

implant. 

3. Histochemistry

In group 1, specimens from both 7 weeks and 13 weeks after the surgery showed dysmorphic 

glandular structure under the epidermis, with scant normal cells and abundant fibrous tissue 

and collagen bundles in dermal layer. Thin but intact layer of muscle was observed.

Periosteum showed scant periosteocyte and thick fibrous tissue. In group 2, dysmorphic 

glandular structure and thick fibrous tissue with collagen fibers were observed in specimens 

from both 7 and 13 weeks. Thin but intact muscle layer was observed. Periosteum showed 

abundant periosteocyte and thick fibrous tissue. In group 3, specimens from 7 weeks after 

the surgery showed thickening of the epidermis, and no glandular tissue was observed. Thic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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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brous tissue and collagen fibers were observed in dermal layer. No muscle layer was 

observed and scant periosteal fibrous tissue was observed. Specimens from 13 weeks after 

the surgery showed similar histology, with severe connective tissue fibrosis and significantly 

fibrosed muscle layer.

Conclusion

This study is to observe the effect of implants with different materials on radiated incisional 

wound healing model on rat skull. Although no significant difference was observed on gross 

inspection of the surgical wounds between each group, histochemistry showed tolerable 

effect of PCL+BGS-7 implants on wound healing when compared to that of titanium implants. 

This is the first animal study to explore the biocompatibility of PCL + BGS-7 implants on 

wound healing of incisional wound model with irradiation in rats. Additional study should 

further be performed to observe such effect of PCL+BGS-7 in clinical setting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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