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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 록

수산화아파타이트의 낮은 생체활성 및 골 전도도를 개선하기 위해

아파타이트 구조 내에 아파타이트 구성 성분과 다른 이온을

치환시킴으로써 수산화아파타이트 구조를 불안정하게 하여 생체활성 및

골 전도도를 증가시키는 방법에 대해 연구했다 본 실험은 침전법 및 그.

후의 소결 과정을 통해 소듐 공공 염화 이온을, (vacancy),

수산화아파타이트 구조 내에 치환시킬 수 있었으며 치환된 이온 및,

공공이 수산화아파타이트의 용해특성 생체활성 및 골 전도도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했다.

수산화아파타이트 구조 내에 상기 이온 또는 공공이 치환됐을 때

아파타이트 구조 내 기존 원자 배열의 변형을 의 작용기 분석을FT-IR

통해 확인할 수 있었다 즉 소듐을 수산화아파타이트의 칼슘 자리에. ,

치환시켰을 때 전하 보상 기전에 의해 치환된 소듐의 양만큼 인산기

자리에 탄산기의 치환이 발생했으며 이를 다시 소결 했을 때 탄산기

자리의 공공 형성과 함께 수산화기 자리에 구조를tail to tail (HO:OH)

갖는 원소의 재배열이 발생했다 염화 이온을 수산화기 자리로.

치환시켰을 때는 OH··· 의 새로운 수소결합의 발생과 함께 역시Cl

수산화기 자리에 구조를 갖는 원소의 재배열이tail to tail (HO:OH)

발생했다 과량의 탄산기를 수산화아파타이트의 인산기 자리에 치환시킨.

탄산아파타이트를 소결하여 탄산기를 열 분해시켰을 때는 수산화기의

수소 자리에 다량의 공공이 형성됐다.

본 연구에서 제조된 소듐 염소 공공 또는 소듐과 염화 이온이, ,

동시에 치환된 아파타이트 시편을 의사체액 내 침적 시 시간 이내에, 3

저 결정성 탄산아파타이트가 시편 표면에 형성되는 우수한 생체활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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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타냈다 또한 이온 치환 아파타이트를 가토의 두개골 결손부에 주. 4

동안 식립했을 때 우수한 골 전도도를 나타냈다.

이는 소듐 염소 및 공공의 치환 과정 중 아파타이트 구조 내,

원자들이 재배열되면서 순수한 수산화아파타이트에 비해 치환된

아파타이트 구조가 에너지적으로 더 불안정해졌음을 나타낸다 따라서.

의사체액 및 체액 중에서 아파타이트의 구성 원자들이(SBF)

아파타이트 구조로부터 쉽게 유출될 수 있었으며 저 결정성

탄산아파타이트 생성에 필요한 칼슘 인산 및 수산화기 이온들이,

유리됨으로써 이온 치환 아파타이트가 우수한 생체활성 및 골 전도도를

나타낸 것으로 생각된다.

이상의 결과로부터 본 연구에서 새로이 제조된 소듐 염소 공공, ,

그리고 소듐과 염화 이온이 동시에 치환된 아파타이트 과립은 골

충진재로의 응용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생각된다.

주요어 수산화아파타이트 이온 치환 용해도 생체활성 골 전도도: , , , ,

학 번: 2009-302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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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I.

수산화아파타이트 [Ca10(PO4)6(OH)2 는 인체 경조직의 주요, OHAp]

무기 성분으로서 정형외과 및 치과 등의 의료분야에서 골 대체재로 널리

사용되고 있다.1-3 하지만 생체활성 글라스 나(bioactive glass)

생체활성 글라스 세라믹스 등과 비교할(bioactive glass ceramics)

때 골 전도도가 상대적으로 낮다, .4-9 따라서 수산화아파타이트를 환자의

골 결손 부위에 식립 시 수산화아파타이트 주변으로 새로운 골의 생성이

어려워 임상 적용이 힘들다.10-12 이러한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 체액과

접하는 수산화아파타이트의 비 표면적을 증가시킴으로써 용해특성을

향상시키기 위한 연구가13 수행되었으며 수산화아파타이트보다

상대적으로 용해도가 높은 삼인산 칼슘 [Ca3(PO4)2 과의, TCP]

복합체14 등이 연구되고 있다 한편 이온치환을 통해.

수산화아파타이트의 용해특성을 향상시킴으로써 골 전도도를

증가시키고자 하는 연구가 진행되고 있는데15-21 수산화아파타이트는

구조의 특성 상 이온 교환이 용이하므로 현재까지 Na, Mg, K, Ba, Cu,

Al, Fe, Mn, Zn, Sr, Si, F, CO3 등의 이온들이 치환된 아파타이트들이

보고되었다.22,23 그 중에서도 특히 SiO4 이온이 PO4 자리에 치환된

수산화아파타이트에 대한 연구가 가장 폭 넓게 진행되었으며 SiO4

치환에 의해 수산화아파타이트의 용해도 및 골 전도도가 향상됐음이

보고되었다.24-31 등Gibson 24의 연구에 의하면 SiO4 이온이 치환된

수산화아파타이트의 경우 조골세포 증식 및 분화가 향상되었으며

의사체액에 담지했을 때 아파타이트 생성능 또한 증가했음을 확인했다.

등Patel 25은 가토를 이용한 시편의 대퇴골 식립 실험을 통해 SiO4

이온이 치환된 아파타이트의 골 전도도가 순수한 수산화아파타이트에

비해 향상됐음을 보고했다 하지만 아직까지. SiO4 이온이 치환된

수산화아파타이트의 생체활성 및 골 전도도가 증가한 원인에 대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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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확히 밝혀지지 않고 있으며 일부 연구들을 통해 아파타이트 표면의

특성 변화 미세구조의 변화 또는 아파타이트 구조 내 결함의 증가가, ,

주요한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추측하고 있다.26-31 등Botelho 29은

수산화아파타이트에 SiO4 이온이 치환됐을 때 수산화아파타이트의 표면

전하가 에서 로 감소했으며 이로 인해 이를-50±5 eV -71±5 eV

매식 시 칼슘을 보다 잘 흡착함으로써 골 전도도가 향상됐다고

보고했다 등. Porter 30은 수산화아파타이트에 SiO4 이온을 치환 시

아파타이트의 입자 크기 감소에 의해 아파타이트 입계에 에너지적으로

불안정한 많은 수의 삼중점 을 생성시킴으로써(triple junction)

수산화아파타이트의 용해도가 증가했으며 이로 인해 골 전도도가

향상됐을 것이라고 보고했다 또한 등. Gibson 31은 SiO4 이온이 PO4

자리를 치환할 때 수산화아파타이트의 격자 상수들이 변화하는데 이것이

PO4 자리의 구조를 왜곡시켜 수산화아파타이트의 골 전도도 증가에

영향을 미쳤을 것이라고 보고했다 하지만 상기 연구들은 단지.

수산화아파타이트의 골 전도도 증가 이유에 대한 여러 가지 가능성만을

제시하고 있다.

최근에는 이론을 근거로ab initio density functional plane-wave

수산화아파타이트의 구조 중 PO4 자리가 SiO4 이온으로 치환될 때,

아파타이트의 구조 에너지 변화를 계산할 수 있었으며32,33 이러한

연구는 수산화아파타이트의 용해특성과 관련하여 아파타이트 구조 내

생성된 결함과 이로 인해 발생한 구조의 안정성에 대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었다.

본 연구는 수산화아파타이트의 구조 에너지적 관점에서 생체활성 및

골 전도도의 향상 원인을 설명하고자 했다 즉 이온 치환을 통해.

수산화아파타이트 구조의 불안정성이 높아지면 수산화아파타이트의

용해도가 증가하며 이는 다시 생체활성 및 골 전도도를 향상시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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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이다 본 연구는 수산화아파타이트의 구조 에너지를 증가시키기 위해.

수산화아파타이트를 구성하는 Ca, PO4 이온의 일부를 공공, OH Na,

등으로 각각 치환했으며 이로 인해 발생하는(vacancy), Cl

수산화아파타이트 구조 내 원자 배열의 변화를 실험적으로 검증함으로써

이온 치환 시 향상된 생체활성 및 골 전도도를 해석하고자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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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문헌 연구.

1. 인산칼슘계 세라믹스

인산칼슘계 세라믹스는 골 충진재로 많이 사용되며 구성 원소의 여러

조합에 의해 다양한 인산칼슘계 세라믹이 존재한다 인산칼슘계.

세라믹이 생체재료로서 중요한 이유는 정형외과 치과 등의,

의료분야에서 골 충진재로 사용 시 섬유상의 개재 없이 뼈와 직접

결합하는 골 전도도를 나타내기 때문이다 년 등. 1920 Albee 34이

인산칼슘계 세라믹을 사용하여 골 결손부를 치료하는 최초의 임상시험

결과를 보고한 이래 인산칼슘계 세라믹을 치 의학 분야에 응용하고자, ,

하는 연구가 많이 진행되었다.35-39 Levitt35 및 등Monroe 36은 인공 뼈

또는 치아의 이식재로서 수산화아파타이트와 불화아파타이트를

제안했으며 그 후 여러 연구에서 골 결손부의 치료 및 강화를 위한

대체재로서 인산칼슘계 세라믹을 상용화 하고자 했다.37-39 대표적인

인산칼슘계 세라믹은 아래 과 같다Table 1 .40 수산화아파타이트를

포함한 인산칼슘계 세라믹은 타 재료에 비해 우수한 생체 친화성을

갖지만 소결체의 기계적 물성이 실제 인체 경조직의 강도 (50~100

와 파괴인성MPa) (0.8~1.0 MPa/m2 보다 낮다) .41-43 특히 용액

내에서의 균열에 대한 저항성은 매우 낮으며44 이러한 기계적 물성의

취약함 때문에 임상으로 사용 시 주로 과립의 형태로 사용되거나 힘을,

받지 않는 작은 결손 부위에 국한되어 사용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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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Compound, formula, Ca/P and solubility of calcium phosphates.40

인산칼슘계 세라믹스 중 아파타이트는 A10B6C2의 특정 구조를

이루며 위치에 등이 위치에A Ca, Mg, Na, K, Sr, Ba , B PO4, CO3,

HPO4 등이 위치에 등이 위치할 수 있다 생체재료로, C OH, F, Cl .

사용되는 아파타이트의 정확한 명칭은 수산화아파타이트로서

Ca10(PO4)6(OH)2의 화학식으로 표현된다 수산화아파타이트는. Fig.

145에서와 같이 공간군이 P63/m인 육방정계 구조로서 단위격자 상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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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적으로 a=b=9.432Å, c=6.881Å로 보고되고 있지만 연구자에

따라 약간의 차이를 나타낸다.45 수산화아파타이트는 중앙의 축z

주위에 각형으로 원자가 배치하고 있으며 이들은 정삼각형으로6 Ca

평행한 개 그룹의 원자들로 구성되며 이들 상하의 원자의2 Ca Ca

상대 위치는 축을 나선상으로z 60o 회전하면 겹치는 관계에 있다.

따라서 이 축은 나사 축 이라고 명칭하며 이 둘레에(screw axis)

위치하는 을 이라 한다 와 는Ca screw axis Ca . screw axis Ca P

모두 위치에 있다 축에 수직한 위치에 있는1/4z, 3/4z . z 1/4z, 3/4z

평면은 거울면 이라 하며 의 원자는 전부 이(mirror plane) Ca, P, O

거울면을 경계로 대칭이다 즉. , PO4는 정사면체 구조로 존재하고 는P

그 중심에 는 각 정점에 있지만 개의 중에서 개는 거울면 위에, O 4 O 2

있고 다른 개는 거울면의 상하에 대칭적으로 위치한다2 .45 그러나

에서는OHAp OH-가 거울면보다 어긋난 위치에 있기 때문에0.3Å

분극 모멘트가 생기므로 약간 불안정한 구조다.45 그러나 각 원자의

결합 상태를 볼 때 축과 평행한 방향에는 과 거울면의z screw axis Ca

상하에 위치하는 에 의해 종 방향의 결합이 보인다O . 또 축과 수직z

방향으로 이 거울면 위의 에 의하여 완전히 같은 형의 결합이Ca O

존재한다.45 아파타이트 결정이 비교적 안정한 상태로 얻어지는 것은

이와 같이 종횡으로 교차한 결합이 존재하기 때문으로 생각되지만

아파타이트 결정에는 의 위치에 결함이 생기기 쉽다고 알려져 있다Ca .

따라서 은 용출이 용이하며 다른 양이온Ca (Mg2+, Sr2+, Pb2+, Cd2+,

Na+, H+ 등 에 의해 쉽게 치환된다 축으로 나타낸) . z screw axis

에 의해 만들어지는 축 방향의 에 있어서도 이 축Ca z channel

방향으로 이온의 이동이 용이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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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1. Projection on the (001) plane of the hydroxyapatite structure. The
two Ca2+ triangles lining the "tunnels" of the structure are located at 1/4z
and 3/4z. OH− ions are slightly under or above the triangles.45

생체재료의 뼈와 결합 기구2.

골 결손부위에 식립 시 재료 스스로 그 표면에 탄산아파타이트

층을 형성하며 이를 매개로 하여 뼈와 직접 결합하는 생체재료를

생체활성재라 부르며23 생체활성 유리의 발명 이후 다양한 조성 및,

구조를 갖는 생체활성 재료가 연구되었다.23,46-50 골 전도도를 갖는

생체재료와 뼈와의 결합기전에 관해 등Hench 46,47은 를 골bioglass

결함 부위에 식립했을 때 그 표면에 실리카 겔과 인산칼슘 층이

생성되며 를 통한 상 분석 결과 인산칼슘 층은 아파타이트XR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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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으로서 뼈와 는 아파타이트 층을 매개로 결합함을bioglass

밝혀냈다 등. Kokubo 48은 결정화 유리의 동물실험을 통해A-W

뼈와의 결합이 인산칼슘 층의 개재에 의해 이루어짐을 역시

관찰했으며 이 층 또한 아파타이트 상임을 확인했다. Ceravital

결정화 유리 역시 체내 식립 시 시편 주위로 저 결정성 아파타이트

층을 형성하며 이 층이 뼈와 결합하는 것이 관찰되었다.49 상기

보고들을 통해 생체재료가 골 전도도를 갖기 위한 필요조건은 체내

식립 시 재료 표면 위에 실제 뼈와 유사한 아파타이트 층을 형성할

수 있는 능력임을 알 수 있다.46,48,50 인산칼슘계 생체재료의 경우,

표면으로부터 용출된 Ca, PO4 등의 이온은 과포화됨으로써, OH

아파타이트 핵형성이 이루어지며 이는 다음 화학 반응식 과(1)

같다.

10Ca2+ + 6PO4
3- + 2OH- Ca↔ 10(PO4)6(OH)2 (1)

수용액 중의 아파타이트의 이온화활동도적 (IAP, ionic activity

은 다음 식 에 의해 계산되며product) (2) ;

(2)

여기서 a는 활동도 는 활동도 계수 는 각 이온의 농도이다 사람, , [ ] .γ

체액의 이온화활동도적은 2.12×10-96이며51 수용액 중에서37℃

아파타이트의 용해도적 (K0 은, solubility product) 5.5×10-118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51 따라서 체액 내 아파타이트는 이미 과포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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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태이다 임계크기의 불균일 핵생성에 필요한 자유에너지. GΔ *는 다음

식 으로 계산된다(3) .

(3)

여기서 는 수용액과 핵 사이의 계면에너지이며,σ k는 Boltzmann

상수, T는 온도, f(θ)는 재료 표면과 수용액간의 접촉각의 함수이며,

Vβ는 결정의 분자량이다 수용액이 고정되면. Vβ 와, σ K0는 일정한

상수가 된다 체액의 경우 수용액의 아파타이트에 대한. , IAP 역시

상수가 되므로 결국 GΔ *는 재료의 종류에 따라 각각 다른 값을

가지는 함수 f(θ)에 의존하게 된다 상기 식으로부터 불균일.

핵생성이 일어나기 위해서는 재료가 함수 f(θ)의 값을 낮춰줄 수

있는 핵형성 사이트를 제공하거나 아파타이트에 대한 과포화도를

높일 수 있도록 시편으로부터 Ca, PO4, 등 아파타이트의OH

구성원소가 용출되어야 한다 이를 근거로 생체재료의 표면에.

아파타이트를 형성하여 뼈와 결합하는 기전은 다음과 같이 설명할 수

있다 즉 생체 재료는 체내 식립 시. , Ca, PO4 등의 이온을, OH

용출하며 이 때 용출된 이온에 의해 주위 체액의 아파타이트에 대한,

과포화도가 높아지므로 아파타이트의 핵생성이 이루어진다 이 핵은.

주위의 체액으로부터 Ca, PO4, OH, CO3 등의 이온을 공급받으며

성장하여 재료 표면에 균일한 탄산아파타이트 층을 형성시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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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슘 자리에 소듐 이온이 치환된.Ⅲ

수산화아파타이트의 생체활성 및 골 전도도 평가

서론1.

수산화아파타이트 [Ca10(PO4)6(OH)2 는 정형외과 및 치과, OHAp]

등의 의료분야에서 골 충진재로 널리 사용되고 있지만 낮은 생체활성 및

골 전도도로 인해 임상 적용이 힘든 실정이다.3-5,12-14 이를 개선하기

위해 수산화아파타이트 구조 내에 아파타이트 구성 성분과 다른 이온을

치환하여 아파타이트 구조를 불안정하게 하는 방법이 연구되고 있지만

아직까지 규소를 포함한 일부 이온을 제외하고 다른 이온의 치환이

아파타이트의 생체활성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정확히 연구된 바는

없다.26-33 특히 소듐 이온의 경우 수산화아파타이트로의 치환은,

결정학적인 시각에 국한되어 연구되었으며52-54 골 충진재로써의

생체활성 및 골 전도도와 관련된 연구는 아직 보고된 바 없다.

본 연구는 소듐 이온을 수산화아파타이트 구조 중 칼슘 자리 일부에

치환했을 때 수산화아파타이트의 용해특성 생체활성 및 골 전도도에,

미치는 영향을 연구했다.

소듐이 치환된 수산화아파타이트가 생체활성 및 골 전도도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기 위해 상기 제조된 시편을 의사체액에 담지한 후 시편

표면에서 저 결정성 탄산 아파타이트의 생성 여부를 관찰했으며

뉴질랜드산 웅성 가토의 두개골 결손부에 일정 기간 시편을 식립한 후

조직 내 생성된 신생골의 양상을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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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험방법2.

분말 합성 및 시편 제조2.1.

침전법을 통해 수산화아파타이트 분말을 합성했다 이를 위해.

탄산칼슘 (CaCO3 을, Wako) 1050o 에서 시간 하소하여 얻어진C 3

수산화칼슘 [Ca(OH)2 을 증류수에 가하여 의 칼슘] 0.377mole 1.0M

현탁액을 준비했고 인산 (H3PO4 을, 85%, Aldrich) 0.226mole

증류수에 가하여 의 인산 수용액을 준비1.0M 했다 그 후 상온에서 칼슘.

현탁액을 고속 교반하면서 수산화아파타이트 단일상이 되도록 인산

수용액을 천천히 적하 반응시켰다 반응이 끝난 후 반응 생성물은.

상온에서 하루 숙성시킨 다음 흡인 여과기와 여과지를 사용하여

침전물을 걸렀다 그 후 침전물은 증류수로 세척하는 과정을 수차례.

반복하여 아파타이트 케이크를 제조 후 80o 에서 시간 건조한 다음C 24

분쇄 체 가름하여 이하 분말을 준비했다, 75 .㎛

소듐 이온을 포함한 수산화아파타이트 분말 또한 상기 침전법에

준하여 제조했다 이때 화학식은. Ca10-xNax(PO4)6(OH)2로 표현되며 본

실험에서 치환된 소듐의 양 는 다 이에 따라 수산화칼슘x 0.5 .

을 증류수에 가하여 의 칼슘 현탁액을 인산0.358mole 1.0M ,

을 증류수에 가하여 의 인산 수용액을 각각 준비한 후0.226mole 1.0M

질산나트륨 (NaNO3 을 증류수에 가하여 의, Aldrich) 0.019mole 1.0M

질산나트륨 수용액을 준비했다 그 후 상온에서 칼슘 현탁액을 고속.

교반하면서 피펫을 이용하여 질산나트륨 수용액을 먼저 적하 충분히,

혼합시킨 후 수산화아파타이트 단일상이 되도록 인산 수용액을 천천히,

적하 반응 시켰다 반응이 끝난 용액은 하루 동안 숙성과정을 거친 후.

반응에 첨가된 소듐 이온이 여과 과정에 의해 유실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침전물은 거르지 않고 80o 에서 일간 완전히 건조시켰다C 5 .

건조물은 분쇄 후 체 가름하여 최종 이하 분말을 얻었다 이 때75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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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10-xNax(PO4)6(OH)2에서 소듐 이온의 치환 여부에 따라 순수한

수산화아파타이트와 소듐 가 로 치환된 시편은 각각x 0.5 OHAp,

로 명칭NaAp 했다.

세포 증식 저해능 시험 및 생체활성 평가를 위해 두 분말을 각각

몰드에 충진 후 의 압력을 가하여 직경 두께 의20MPa 15mm, 2mm

디스크 형태로 제작했다 그 후 전기로에서. 1100o 까지C 5o 로C/min

승온시킨 다음 시간 소결3 했다.

골 전도도 평가를 위해 및 과립을 표면 요철 구조로OHAp NaAp

각각 제작했으며 요철 형성을 위해 폴리에틸렌글리콜 (PEG, Mw

을 아파타이트 분말과 함께 혼합하여 제조10000, Aldrich) 했다 초기.

입도분포가 불규칙한 과립은 아파타이트 분말과 혼합하기 전PEG

분쇄하여 각각 와 의 크기를 갖도록 체75 212 212 425∼ ㎛ ∼ ㎛

가름했다 그 후 아파타이트 분말 크기. , 75 212 , 212 425∼ ㎛ ∼ ㎛

범위를 갖는 를 각각 의 무게비로 혼합하여 몰드에 충진한PEG 3: 1: 1

후 로 압축 원기둥 형태로 제작20MPa , 했다 그 후. 1100o 까지C

5o 로 승온한 후 시간 소결C/min 3 했다 소결 후 시편은 분쇄 후 체.

가름하여 크기 범위를 갖는 아파타이트 과립을 제작425 600∼ ㎛ 했다.

생체활성 실험2.2.

각 시편들의 생체활성 평가를 위해 의사체액에 디스크 형태로 제작한

시편을 침적 시킨 후 시편 표면에 저 결정성 탄산아파타이트의 생성

여부를 관찰했다 의사체액은. NaCl, NaHCO3, KCl, K2HPO3·3H2O,

MgCl2·6H2O, CaCl2, Na2SO4를 Na+ 142, K+ 5.0, Mg2+ 1.5, Ca2+

2.5, Cl- 147.8, HCO- 4.2, HPO2- 1.0, SO4
2- 의 농도로0.5 mM

증류수에 용해시켜 제조했으며 tris-buffer solution

[tris(hydroxymethyl) aminomethane, H2NC(CH2OH)3 과 의] 1N HC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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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액을 가하여 36.5o 에서 용액의 를 로 조절했다C pH 7.25 .55 각각의

시편들은 36.5o 의사체액에 시간 일 동안 담지했다C 1, 3, 6, 9 , 1, 3, 7 .

일정 시간이 경과한 후 의사체액에서 꺼낸 시편은 수차례 증류수로

세척한 다음 상온에서 건조했다.

용해특성 실험2.3.

각 시편들의 용해특성 평가는 디스크 형태로 제작한 시편을

아파타이트가 생성되지 않는 조건인 완충용액에 담지한 후tris-

시편으로부터 용출된 용액 내 이온들의 농도 및 측정을 통하여pH

수행했다 완충용액은. 36.5o 에서 과 의C tris-buffer solution 1N HCl

용액을 증류수에 가하여 를 로 조절하여 제조했다 각각의pH 7.25 .

시편들은 36.5o 완충용액에 시간 일 동안 담지한 후C 1, 3, 6, 9 , 1, 3, 7

시편을 제거한 다음 용액의 이온농도를 분석했다.

특성 분석2.4.

각 시편들의 미세구조는 방사 전계형 주사전자 현미경 (FE-SEM;

과 투과전자 현미경 으로S-4700, Hitachi) (TEM; Tecnai F20, FEI)

관찰했다 시편의 입자 크기 분석은 를. image analyzer (Image J, NIH)

사용했으며 시편 당 개 이상의 입자를 측정한 후 그 값들의1,000

평균과 표준편차 값을 나타냈다 공정 단계별 결정도와 결정상은 선. X-

회절분광 장치 를 사용하여(XRD; D8 Discover, Bruker) 40kV,

의 조건에서 분석했다 이때 는 이며40mA . step size 0.01°

의 속도로 진행하여0.5sec/step 25 40∼ o의 범위를 분석했다2 .θ

공정단계에 따른 시편들의 작용기 분석은 분광장치FT-IR (FT-IR;

를 사용했고Spectrum 100, Perkin Elmer) 4cm-1의 분해능으로

시편을 번 하여 얻어진 누적 값으로 나타냈다 시편은 미분250 sca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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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태의 시편과 시편 대비 배 무게의 을 혼합하여 제작한 후250 KBr

측정했으며 는 순수한 을 측정한 값으로background noise KBr

보정했다 합성된 분말 중 포함된 탄소양은 원소분석 장치. (EA Flash

1112, 를 사용하여Thermoquest) 1150o 에서 정량 분석했다 소결 후C .

시편의 구성 원소 분석 및 원소들의 분포를 관찰하기 위해 electron

를 이용하여prove microanalysis (EPMA; JXA-8500F, Jeol) 15kV,

의 조건에서 원소 을 했다 이 때 분석 면적은20nA mapping . 10.2mm

이었고 는 이었다 소결한 시편들의 격자× 10.2mm step size 40nm .

상수는 선 회절데이터를 이용한 리트벨트 정련 방법을X- (Rietveld)

통해 프로그램으로 측정했다TOPAS .56 정련은 등Kay 57이 보고한

아파타이트 결정 구조를 기반으로 P63/m 공간군에서 진행했다 생체활성.

및 용해특성 실험 시 반응 용액들에 대한 정성 정량분석은, inductively

coupled plasma-atomic emission spectroscopy (ICP-AES

와Optima-4300 DV, Perkin Elmer) ion chromatography (IC;

로 진행했으며 용액의 는ICS-3000, Dionex) pH pH meter (EX-20,

를 사용하여 시편 당 총 개를 측정한 후 그 값들의 평균과Horiba) 5

표준편차 값을 나타냈다.

세포 증식 저해능 시험2.5.

세포 증식 저해능 시험은 ISO 10993-5, 12 Test for Cytotoxicity:

에 근거하여 수행Elution Test Standard 했다 각 시편들의 추출액을 함.

유한 세포배양액에서 세포를 배양할 때 시편의 추출액이 세포의 증식 및

억제에 미치는 영향을 관찰했다 추출액은 각각의 시편을 당 의. 1g 30ml

증류수에 담지한 후 항온조에서 시간 진탕하여 준비37 72℃ 했다 그 후.

대조 배양액과 처리 배양액은 각각 증류수와 상기 준비한 추출액을 배2

농도의 배양액 과 동량 혼합한 후 세포주(EMEM, Lonza) MC3T3-E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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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CRL-3593, ATCC) 5×104 세포 수로 각각 분취하여 준비cell/ml

했다.

반응 개시 시의 대조군은 대조 배양액에서 세포를 제거하기 위해 원심

분리했으며 그 후 배양액을 에서 보존4℃ 했다 시간 대조군 및 시. 72 72

간 처리군은 각각 대조 배양액과 처리 배양액을 24-well culture flask

로 옮긴 다음 의 탄산가스 배양장치(Nunclon surface, Nunc) 37 5%℃

에서 시간 동안 세포를 배양한 후 인산(Nu-4750, Nuaire) 72 pH 7.4

완충 생리식염수로 재 현탁하는 과정을 반복하여 처리한 후 에서 보4℃

존했다.

각 군의 총 단백질 함량은 세포를 로 파괴한 후 각각lysis buffer

에96-well plate (Microtest, BD-Falcon) 200μ 분취한 다음l BCA

을 이용하여assay kit (BCA protein assay kit, Thermo) ELISA

의 파장에서 흡광도를plate reader (Bio rad-550, Bio rad) 560nm

측정했다 결과 값은 세포에 대한 증식 저해율로 나타냈으며 다음과 같.

이 산출했다.58

100
흡광도) 평균 대조군 개시시 (반응흡광도) 평균 대조군 (72시간

흡광도) 평균 대조군 개시시 (반응흡광도) 평균 처리군 (72시간
1(%) 저해율 증식 세포 ×⎥

⎦

⎤
⎢
⎣

⎡
−
−

−=

본 연구의 모든 결과는 회 반복 실험에 대한 평균 표준편차5 (mean)±

로 나타냈으며 통계 분석은(standard deviation; SD) SPSS v.19.0

를 이용하여software package (SPSS/PC Inc.) Student’s 로t-test

통계적 유의성을 검정했다.

골 전도도 실험2.6.

실험2.6.1 In vivo

골 전도도 실험은 뉴질랜드산 백색 웅성 가토 를(2 2.5kg)∼

사용했으며 졸레틸 과 럼푼(10mg/kg, Vibac) (0.15ml/kg, Bay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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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혼합 후 주사하여 마취하고 두부의 정수리 부분을 제모Korea) , ,

포타딘으로 소독한 후 리도카인 유한양행 으로 국소마취를2% ( )

추가로 실시했다 소독된 두피의 정중선을 따라서 가량 절개한. 3cm

후 골막을 박리하여 두개골을 노출시켰다 외경 의, . 9mm trephine

오성 를 사용하여 좌우의 측두골에 대칭으로 개의 원형 골bur ( ) 2

결손부를 형성했다 이 때 두개골의 열 손상 방지를 위해 식염수로. ,

충분히 관주 했으며 두개골 하방의 뇌막에 손상을 주지 않도록,

주의했다 원형의 골 결손부에 과립을 각각 식립한 후. OHAp, NaAp

골 막과 두피를 흡수성 봉합사 와 수술용 실크(Surgifit 3-0, Ailee)

를 사용하여 각각 봉합한 후 항생제(Black silk 3-0, Ailee)

종근당 를 일간 주사했다 수술 주 후 마리의 가토를(Cefazolin, ) 3 . 4 , 8

CO2 에서 희생했으며 아파타이트 과립이 이식된 두개부의chamber

조직을 수거했다 그 후 이를 포르말린 용액에서 주일 동안. 10% 1

고정 후 에탄올에 각각 일 동안 담지하여70%, 90%, 95%, 100% 3

탈수처리를 한 다음 비 탈회 표본을 제작했다 포매는. technovit

을 사용했으며resin (Technovit-7200, Hereaus Kuzer) cutting

을 사용하여system (Secotom-15, Struers) 80㎛의 두께로 표본을

차 절단한 후 으로1 polishing system (Tegrapol-35, Struers)

연마하여 두께가 약 30㎛인 조직 표본을 제작했다 그 후 표본은.

Sanderson’ 으로 염색s Rapid Bone Stain (Surgipath, Richmond)

후 으로 대비 염색했으며 광학 현미경Van Gieson (Olympus BX51,

으로 조직학적 관찰을 실시했다 조직 계측학적Olympus Optical) .

분석은 계측 프로그램 을 이용하여 섬유조직과(Image J, NIH)

신생골이 형성된 영역을 각각 지정하여 전체 결손 면적 대비 백분율로

계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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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계 분석2.6.2

통계 분석은 를SPSS v.19.0 software package (SPSS/PC Inc.)

이용하여 Student’ 로 통계적 유의성을 검정했으며 결과 값은s t-test

평균 표준편차 로 나타냈다(mean)± (standard deviation; SD) .

동물실험 윤리2.6.3

모든 실험동물은 의Institute of Laboratory Animal Resources

‘Guide for the Care and Use of Laboratory Animal’(1996,

에 준하여 취급했으며 동물실험은 서울대학교 수의과대학USA)

동물실험 윤리위원회 (Institutional Animal Care and Use

의 승인 하에 수행했다 승인번호Committee) . ( ; SNU-1202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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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험결과3.

는 침전법으로 합성한 와 분말의 미세조직을 각각Fig. 2 OHAp NaAp

투과전자 현미경으로 관찰한 결과이다 두 시편 모두 막대 형태로서.

평균 크기는 의 경우 장축 단축OHAp 37.2±10.7nm, 13.8±3.3nm

이었고 의 경우 장축 단축 이었다NaAp 42.7±12.6nm, 14.8±2.0nm .

은 합성한 와 분말의 를 통한 상 분석Fig. 3 OHAp NaAp XRD

결과이다 두 시편 모두 수산화아파타이트의 주 피크가 나타나는. 2θ

값인 부근에서 폭이 넓은 피크가 관찰되었으며31.8° 32.2°, 33°

이를 통해 생성된 분말은 저 결정성을 갖는 아파타이트임을 알 수 있다.

는 와 시편의 흡수스펙트럼을 이용한 작용Fig. 4 OHAp NaAp FT-IR

기 분석 결과이다 시편의 경우. OHAp 1087cm-1, 1039cm-1에서 PO4

의 υ3, 601cm-1, 571cm-1에서 υ4, 962cm-1에서 υ1, 469cm-1에서

υ2 피크가 관찰되었으며 3572cm-1, 630cm-1에서 각각 낮은 피크의

세기를 갖는 의 흡수 피크가 각각 관찰되었다OH stretch, libration .22

또한, 1633cm-1, 3433cm-1에서 H2 에 해당하는 흡수 피크가 확인되O

었으며59,60 1454cm-1, 1422cm-1에서 CO3의 υ3 그리고, 874cm-1에

서 CO3의 υ2 피크가 각각 관찰되었는데 이는 아파타이트의 합성 과정

중 탄산이 아파타이트 구조 내 치환되었기 때문이다 이상의 피크들을.

통해 시편은OHAp CO3가 소량 치환된 저 결정성의 수산화아파타이트

임을 알 수 있다 반면 시편에서는 상기 시편에서 관찰된. NaAp OHAp

피크들과 함께 1384cm-1에서 NO3의 υ3 피크가 추가로 관찰되었는데61

이는 합성 시 첨가된NaAp NaNO3로부터 기인한 것이다 두 시편에서.

의 CO3 피크의 세기를 비교한 결과 시편에서 더 높은 피크의 세, NaAp

기가 관찰된 것은 더 많은 양의 CO3가 구조 내로 치환되었음을NaAp

나타낸다.



- 19 -

Figure 2. TEM images of as-synthesized (a) hydroxyapatite (OHAp) and (b)
sodium-substituted hydroxyapatite (NaAp) powd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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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3. XRD patterns of as-synthesized hydroxyapatite (OHAp) and
sodium-substituted hydroxyapatite (NaAp) powders, : hydroxyapati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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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4. FT-IR spectra of as-synthesized hydroxyapatite (OHAp) and
sodium-substituted hydroxyapatite (NaAp) powd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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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통해 시편 내 존재하는 탄소를 정량 분석한 결과 에서EA OHAp

1.03± 에서0.01wt%, NaAp 2.16± 의0.00wt% CO2가 각각 검출되었다.

는 와 시편을 각각 디스크 형태로 제작 후Fig. 5 OHAp NaAp

1100o 에서 시간 소결한 다음 소결체의 미세조직을 각각 주사전자C 3

현미경으로 관찰한 결과이다 두 시편 모두 치밀한 구조로서. OHAp

시편 의 경우 입자 크기는[Fig. 5(a)] 0.32±0. 를 갖는 반면14 NaAp㎛

시편 의 경우[Fig. 5(b)] 0.97± 로 입자크기가 증가한 것이0.38㎛

관찰되었다.

은 와 시편을Fig. 6 OHAp NaAp 1100o 에서 시간 소결 후 를C 3 XRD

통한 상 분석 결과이다 두 시편 모두 수산화아파타이트의 단일상이.

관찰되었으며 피크의 강도가 소결 전에 비해 증가한 것을 통해 소결 후

아파타이트의 결정도가 증가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은 와 시편을Fig. 7 OHAp NaAp 1100o 에서 시간 소결 후C 3 FT-IR

흡수 스펙트럼을 통해 작용기를 분석한 결과이다 두 시편 모두.

1087cm-1, 1039cm-1에서 PO4의 υ3, 601cm-1, 571cm-1에서 υ4,

962cm-1에서 υ1, 469cm-1에서 υ2 피크가 관찰되었으며

3433cm-1에서 H2 의 흡수 피크가 관찰되었다O .22 소결 후 3572cm-1,

630cm-1의 피크의 강도는 소결 전보다 증가했다 소결 전OH .

관찰되었던 CO3의 피크 (1454cm-1, 1422cm-1, 874cm-1 와) NaAp

시편에서의 NO3 피크 (1384cm-1 는 소결 후 더 이상 관찰되지)

않았다 시편에서 주목할 점은 소결 전 관찰되지 않았던 피크들이. NaAp

소결 후 새로 관찰된 것으로서 이는 3555cm-1에서 ···O OH O···62,

677cm-1에서 HO:OH62 그리고, 433cm-1에서 Ca3-O63에 해당하는

피크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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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5. FE-SEM images of (a) hydroxyapatite (OHAp) and (b)
sodium-substituted hydroxyapatite (NaAp) disks after sintering at 1100oC for
3h at a heating rate of 5oC/m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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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6. XRD patterns of hydroxyapatite (OHAp) and sodium-substituted
hydroxyapatite (NaAp) after sintering at 1100oC for 3h at a heating rate of
5oC/min, : hydroxyapati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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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7. FT-IR spectra of hydroxyapatite (OHAp) and sodium-substituted
hydroxyapatite (NaAp) after sintering at 1100oC for 3h at a heating rate of
5oC/min.



- 26 -

은 와 디스크를Fig. 8 OHAp [Fig. 8(a)] NaAp [Fig. 8(b)]

1100o 에서 시간 동안 소결 후 표면 미세조직과 이에 해당하는C 3

분석을 통해 칼슘 인 및 소듐 원소의 분포를 관찰한EPMA mapping ,

결과이다 오른쪽의 는 검출된 각 원소들의 상대적인 농도를. scale bar

나타낸다 시편의 경우 수산화아파타이트를 구성하는 칼슘과 인. OHAp

원소가 시편 전체에서 균일하게 관찰된 반면 소듐은 관찰되지 않았다.

시편의 경우 칼슘과 인 원소를 포함하여 소듐 역시 시편NaAp

전체에서 균일하게 관찰되었다.

는 소결된 디스크를 의사체액에 침적시킨 후 시간Fig. 9 OHAp

경과에 따른 시편 표면의 미세조직을 주사전자 현미경을 통해 저배율

(× 과 고배율5k) (× 에서 관찰한 결과이다 의사체액에서의 침적20k) .

일 동안 시편 표면에서의 미세조직 변화는 관찰되지 않았다7 .

은 소결된 디스크를 의사체액에 침적시킨 후 시간Fig. 10 NaAp

경과에 따른 시편 표면의 미세조직을 주사전자 현미경을 통해 저배율

(× 과 고배율5k) (× 에서 관찰한 결과이다 침적 시간째20k) . 3 [Fig.

에 시편 표면에 작은 결정들이 생성되기 시작했으며 침적 시간이10(a)]

경과함에 따라 결정의 생성 양이 점점 증가하여 침적 일째1 [Fig.

에는 기존의 시편 표면이 침상 형태의 결정들로 완전히10(d)] NaAp

덮였다 그 후 침상 형태를 갖는 결정들의 크기가 증가하여. 침적 일 째7

에는 새로운 아파타이트 결정들이 차원의 형태로 생성된[Fig. 10(f)] 3

것이 관찰되었다.

은 소결된 와 디스크를 각각 의사체액에 침적시Fig. 11 OHAp NaAp

킨 후 시간 경과에 따른 의사체액 내 칼슘 인 소듐 이온(a) , (b) , (c)

의 농도와 용액의 측정 및 아파타이트에 대한 이온화활동(d) pH (e)

도적을 계산한 결과이다 시편의 경우 용액 내 칼슘 인 소듐 이. OHAp , ,

온의 농도 및 pH는 일간의 침적 기간 동안 거의 변하지 않았다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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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8. FE-SEM images and corresponding elemental maps measured by
the EPMA of calcium, phosphorous and sodium distributed in (a)
hydroxyapatite (OHAp) and (b) sodium-substituted hydroxyapatite (NaAp)
after sintering at 1100oC for 3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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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9. FE-SEM images (×5k) of the pure hydroxyapatite (OHAp) disks
after soaking in SBF for various time intervals (inlet micrographs are
detailed microstructures, ×20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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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10. FE-SEM images (×5k) of the sodium-substituted hydroxyapatite
(NaAp) disks after soaking in SBF for various time intervals (inlet
micrographs are detailed microstructures, ×20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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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시편으로부터 용출되는 이온의 양이 거의 없었음을 나타낸다 반면.

시편의 경우 칼슘 이온의 농도는 침적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소폭NaAp ,

증가하여 침적 후 시간째에 가장 높은 값을 나타냈으며 그 후 점차3

감소하여 침적 일째 최종 을 나타냈다 인 이온 농도는 침적7 2.28mM .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지속적으로 감소하여 침적 일째 큰 폭으로1

감소한 후 침적 일째에 을 나타냈다 소듐 이온 농도는7 0.57mM .

와 마찬가지로 침적 시간 동안 거의 변화하지 않았다 용액의OHAp .

는 침적 시부터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시간째에 가장 높은 값인pH 9 pH

를 나타낸 후 점차 감소하여 침적 일째 를 나타냈다7.35 7 pH 7.29 .

와 시편의 의사체액 내 아파타이트에 대한 이온화활동도적OHAp NaAp

값은 용출된 칼슘 인 수산화 이온 농도 값을 통해 계산했다(IAP) , , 50

시편의 경우 값은 침적 시간 후 최대값을[Fig. 11(e)]. NaAp , IAP 6

나타낸 후 빠르게 감소한 반면 시편의 경우 값은 일 간의OHAp IAP 7

침적기간 동안 거의 변화하지 않았다.

는 소결된 시편들을 의사체액에 침적 전과 침적 일 후 박막Fig. 12 7

분석을 통해 시편 표면의 상을 분석한 결과이다 의 경우XRD . OHAp

시편의 의사체액 침적 전과 후 모두 고 결정성의 수산화아파타이트,

상이 관찰된 반면 는 침적 후 수산화아파타이트 피크의 강도가NaAp

다소 감소한 것이 관찰되었다 이는 의사체액 침적 후 시편 표면에 저.

결정성의 아파타이트가 새로 생성되었음을 나타낸다.

은 소결된 와 시편을 아파타이트가 생성되지 않Fig. 13 OHAp NaAp

는 조건의 완충용액에 침적시킨 후 시간 경과에 따른 용액 내 칼슘(a) ,

인 소듐의 이온 농도 및 용액의 를 측정한 결과이다(b) , (c) (d) pH .

의 경우 의사체액에서의 담지 실험과 마찬가지로 칼슘 인OHAp , , 소듐

의 이온 농도 및 pH는 침적 기간 동안 거의 변하지 않았다 이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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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11. Changes in elemental concentrations of (a) calcium, (b)
phosphorous, (c) sodium and changes in (d) pH and (e) ionic activity
product of apatite in SBF after soaking hydroxyapatite (OHAp) and
sodium-substituted hydroxyapatite (NaAp) for various time interva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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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12. TF-XRD measurements of (a) hydroxyapatite (OHAp) and (b)
sodium-substituted hydroxyapatite (NaAp) before and after soaking in SBF
for 1 week, : hydroxyapati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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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편으로부터 용출되는 이온의 양이 거의 없었음을 나타낸다 반면.

의 경우 칼슘 이온 농도는 침적 시간의 경과에 따라 지속적으로NaAp

증가하여 침적 일째 을 나타냈다 반면 인의 이온 농도는7 0.29mM .

와 마찬가지로 변화가 관찰되지 않았다 소듐 이온 농도의 경우OHAp .

소량 증가하여 침적 일째에 을 나타냈다 용액의 는 역시7 0.16mM . pH

침적 시부터 계속 증가하여 침적 일째에 를 나타냈다7 pH 7.52 .

는 소결 후 와 시편의 세포 증식 저해율을Fig. 14 OHAp NaAp BCA

평가 방법으로 측정한 결과이다 시편의 세포증식. OHAp, NaAp

저해율은 각각 이었으며 두 시편의 통계적1.41±0.12%, 1.83±0.13%

유의성을 확인하기 위해 독립 를 실시한 결과 측정값들 간에t-test ,

유의한 차이 (P 를 보이지 않았다> 0.05) .

는 동물 실험을 위해 제조한 과립의 주사전자 현미경Fig. 15 NaAp

사진이다 과립 역시 과립과 동일한 미세구조를 나타냈다. OHAp NaAp

사진 생략 과립의 입도분포는 이며 과립 제조 시( ). 425~600㎛

아파타이트 분말과 함께 첨가된 의 열 분해로 인해 생성된PEG

의 기공들이 관찰되었다30~150 .㎛

은 과립과 과립을 각각 가토의 두개골 결손부에Fig. 16 OHAp NaAp

주 동안 식립한 후 조직을 배 와 와 배4 40 [Fig. 16(a) (b)] 100 [Fig.

와 에서 광학 현미경으로 관찰한 결과이다 시편을16(c) (d)] . OHAp

식립한 경우 와 이식된 아파타이트 과립들이 섬유[Fig. 16(a) (c)],

조직으로 대부분 둘러싸였으며 소량의 신생골이 간헐적으로 생성된 것이

관찰되었다 반면 시편을 식립한 경우 와. NaAp [Fig. 16(b) (d)],

아파타이트 과립 주위로 다량의 신생골이 균일하게 생성된 것이

관찰되었다 상기 결과들에 대한 조직 형태학적 계측 값을 에. Table 2

나타냈다 식립된 과립이 전체 결함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시편의. OHAp

경우 이고 의 경우 로서 두 그룹 간에48.3±4.5% NaAp 46.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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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P 반면 결함 내> 0.01).

생성된 신생골의 면적은 의 경우 의 경우OHAp 5.8±1.8%, NaAp

이었으며 이 때 개재된 섬유 조직의 면적은 의 경우51.2±5.3% OHAp

의 경우 로서 두 그룹 간에 통계적으로45.9±4.9%, NaAp 2.7±1.2%

유의한 차이를 나타냈다 (P < 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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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13. Changes in elemental concentrations of (a) calcium, (b)
phosphorous, (c) sodium and changes in (d) pH in Tris-buffer solution after
soaking hydroxyapatite (OHAp) and sodium-substituted hydroxyapatite
(NaAp) for various time interva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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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14. The cell growth inhibition rate of hydroxyapatite (OHAp) and
sodium-substituted hydroxyapatite (NaAp) accessed by BCA assay in which
it is not significantly different between the three groups (P > 0.05). The bar
represents the standard deviation of five sampl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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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15. FE-SEM image of as-sintered sodium-substituted hydroxyapatite
(NaAp) granule before implant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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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16. Optical microscopic images of whole defects and detailed images
of hydroxyapatite [OHAp, (a) original magnification ×40 and (c) original
magnification ×100] and sodium-substituted hydroxyapatite granules [NaAp,
(b) original magnification ×40 and (d) original magnification ×100] at 4
weeks after implantation into calvarial defects of New Zealand white rabbits.
(Rapid Bone Stain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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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2. Histomorphometric analyses of hydroxyapatite (OHAp) and
sodium-substituted hydroxyapatite (NaAp) granules 4 weeks after implantation
in calvarial defects of New Zealand white rabbits.

* Significant difference between the two groups after 4 weeks (P < 0.01).

Group Implanted
Granules (%)

Regenerated
Bone (%)

Soft
Tissue (%)

OHAp 48.3 ± 4.5 5.8± 1.8 45.9 ± 4.9

NaAp 46.1 ± 3.9 51.2 ± 5.3* 2.7 ± 1.2*



- 40 -

고찰4.

수산화아파타이트의 생체활성 및 골 전도도를 향상시키기 위해 소듐

이온이 치환된 수산화아파타이트를 제조했다 화학양론 조성의.

수산화아파타이트 와 소듐(OHAp) 이온으로 치환된 수산화아파타이트

시편은 각각 침전법을 통해 제조한 후 각각의 용해특성(NaAp) ,

생체활성 및 골 전도도를 비교 분석했다 본 실험에서 합성한 는. NaAp

의1.15wt% 소듐 이온이 칼슘 이온을 치환한 구조로서 이에 대한

화학식은 아래 식 과 같이 표현된다(1) .

(1)

분석 결과 저 결정성을 갖는 단일상의XRD (Fig. 3)

수산화아파타이트가 합성되었으며 과 분석FT-IR (Fig. 4) EA

결과로부터 시편보다 시편에서 약 배가량 많은 양의OHAp NaAp 2

탄산기가 검출되었다 이것은 수산화아파타이트의 칼슘 자리에 소듐.

이온이 치환되면서 발생하는 만큼의 전하 차이를 보상하기 위해+0.5

인산기 자리에 탄산기가 소듐의 치환양만큼 치환된 결과이다.64 즉

합성된 의 화학식은 소듐 이온과 더불어 탄산기가 인산기NaAp 자리에

일부 치환된 구조로서 다음 식 와 같이(2) 표현된다.

(2)

이에 대한 의 전하 보상 기전은 다음 식 과 같이 요약된다NaAp (3) .

(3)

소결 후 두 시편의 분석 결과 모두 고 결정성을 갖는XRD (Fig. 6),

단일상의 수산화아파타이트 상임을 확인했다 소결 후 시편의. NaAp

분석 결과 시편에 없는FT-IR (Fig. 7), OHAp HO:OH, ···O OH

O···, Ca3 등 새로운 작용기들이 관찰되었는데 이를 통해 소결 후-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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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형된 의 구조를 예측할 수 있었다 소결 전 아파타이트 구조에NaAp .

치환되었던 탄산기는 소결 과정 중 열 분해되면서 그 자리에 공공

을 생성한다 이 과정에서 만큼의 전하 차이가 발생하는데(vacancy) . +2

이를 보상하기 위해 수산화기 자리에서 탄산기의 두 배 만큼에 해당하는

수소 이온이 분해되고 그 자리에 공공을 추가적으로 생성한다 따라서.

소결 후 의 화학식은NaAp 아래 식 와 같이 표현된다(4) .

(4)

: CO3 이온 자리의 공공

: 이온 자리의 공공H

이에 대한 아파타이트 구조 내 전하 보상 기전은 다음 식 와 같이(5)

요약된다.

(5)

탄산기의 열 분해로 인한 상기 보상 기전 과정은 구조 내NaAp

이온들을 재정렬시키며 이는 의 개략도로 설명할 수 있다 소결Fig. 17 .

후 와 는 육방정계의 구조로서 과 같이OHAp NaAp Fig. 17 OH- 또는

O2- 이온이 축 방향과 평행하게 배열되어있다 는c . OHAp OH- 이온이

규칙적으로 배열되어 있으나 의 경우 상기 설명한 전하 보상NaAp

기전에 의해 OH- 이온에서 H+ 이온이 분해되어 O2- 이온만 남게 된다.

이 때 전자가가 에서 로 음 전하량이 증가하므로, -1 -2 OH- 이온의

방향이 재정렬된다 즉. , O2- 이온을 중심으로 인접한 OH- 이온 중 H+

이온 쪽이 정전기적 인력에 의해 O2- 이온 쪽을 향하고 강해진

인력으로 인해 O2- 이온과 OH- 이온의 간격도 좁아진다.62 따라서 본래

에서의OHAp ···OH OH OH···의 연속 배열은 에서NaAp ···OH O

HO···로 재배열되며 이때 같은 수의 O2- 이온과 OH- 이온이 에NaA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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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재하므로 결국 ···O HO:OH O···의 연속된 배열이 이루어진다 이는.

분석 시 모드 이외에FT-IR (Fig. 7) , OH librational, OH stretching

새로이 관찰된 HO:OH (677cm-1), ···O OH O··· (3555cm-1),

Ca3-O (433cm-1 의 피크들을 통해 상기 이온들의 재정렬 과정에 대한)

설명을 뒷받침 할 수 있다.

Figure 17. Side view of the (OH-, O2-) chain in the apatite structures.

한편 시편에서 소듐 이온이 아파타이트 입자 내 치환된 형태로NaAp

존재하는지 아파타이트 상과 독립된 염의 형태로 존재하는 지에 대한,

검증을 위해 를 통한 원소 분석 을 시행했다EPMA mapping (Fig. 8) .

그 결과 칼슘 인과 마찬가지로 소듐 역시 시편의 특정 부분이 아닌 전,

영역에서 균일하게 분포했으며 이를 통해 소듐이 아파타이트 구조 내에

치환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역시 소듐을 제외한 칼슘 및 인이. OHAp

시편의 전 영역에서 고르게 관찰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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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결 후 는 보다 향상된 생체활성을 보였다NaAp OHAp (Fig. 9, 10,

이는 의사체액에 각각의 시편을 일정 기간 담지 후 시편12). OHAp

표면에는 새로운 아파타이트 결정 생성이 관찰되지 않은 반면 NaAp

시편 표면에는 침적 시간째 에 이미 작은 아파타이트3 [Fig. 10(a)]

결정들이 생성되어 침적 일째 에는 침상 형태의 저1 [Fig. 10(d)]

결정성 탄산아파타이트가 기존의 시편 표면을 완전히 덮은 것으로 알 수

있다 이것은 가 보다 의사체액 중에서 더 빨리 용해되면서. NaAp OHAp

칼슘 및 수산화 이온을 더 잘 유리했으며 이는 용액 내 아파타이트에

대한 이온화활동도적을 증가시킴으로써 저 결정성 탄산아파타이트의

생성을 촉진한 것으로 생각된다 두 시편의 자세한 용해특성의 관찰을.

위해 아파타이트가 생성되지 않는 조건의 완충용액에 두 시편을 침적한

후 용액의 이온 농도 및 변화를 관찰했다 시편의pH (Fig. 13). NaAp

경우 칼슘 소듐 및 수산화기 이온이 침적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지속적으로 유리되는 것이 관찰된 반면 의 경우 거의 용해되지OHAp

않았다 이를 통해 실제 의 용해도가 에 비해 증가했음을 알. NaAp OHAp

수 있다.

두 시편의 세포 증식 저해율을 평가 방법으로 측정한 결과 반응BCA

개시시의 대조군과 각각의 아파타이트 시편들의 측정값들 간에 유의한

차이 (P 를 보이지 않았다 이를 통해 의> 0.05) (Fig. 14). NaAp

향상된 용해 특성으로 인한 세포의 증식 저해는 발생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시편의 골 전도도 평가를 위해 가토의 두개골 결손부에 시편을 식립한

결과 의 경우 다량의 신생골이 과립 표면에 생성되었으며, NaAp NaAp

를 식립한 경우에 비해 더욱 성숙된 골 조직 양상을 나타냈다OHAp .

이상의 결과로부터 는 소듐 이온이 칼슘 자리에 일부NaAp

치환됨으로써 아파타이트의 용해특성을 향상시켰고 이는 저 결정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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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산아파타이트 생성에 필요한 칼슘 및 수산화기 이온들을 더 많이

유리함으로써 의 우수한 생체활성 및 골 전도능력으로 나타난NaAp

것으로 생각된다 따라서 새로이 합성된 소듐 이온이 치환된 아파타이트.

과립은 골 충진재로 응용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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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5.

수산화아파타이트의 생체활성 및 골 전도도 향상을 위해 아파타이트

구조 중 칼슘 자리에 소듐 이온이 치환된 수산화아파타이트를 제조했다.

소듐 이온의 치환은 수산화아파타이트의 용해특성을 증가시키고 이에

따라 의사체액 중에 침적했을 때 높은 생체활성을 보였으며 가토의

두개골 결손 부 식립 시 우수한 골 형성능력을 보여주었다 이는.

소듐아파타이트가 새로운 골의 형성에 필요한 칼슘 및 수산화기 이온을

잘 유리함으로써 아파타이트에 대한 용해도적을 증가시키게 되어

생체활성 및 골 전도도가 향상된 것으로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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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산화기 자리에 염화 이온이 치환된.Ⅳ

수산화아파타이트의 생체활성 및 골 전도도 평가

서론1.

합성골의 낮은 용해특성을 향상시키기 위해 수산화아파타이트 구조

내에 아파타이트 구성 성분과 다른 이온을 치환하여 아파타이트 구조를

불안정하게 하는 방법이 연구되고 있다. 아직까지 규소를 포함한 일부

이온을 제외하고 다른 이온의 치환이 아파타이트의 생체활성 및 골

전도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정확히 연구된 바 없다.26-33 특히, 염화

이온이 치환된 수산화아파타이트는 형광체 재료에 국한되어

연구되었으며65-73 골 충진재로써의 생체활성 및 골 전도도와 관련된

연구는 보고된 바 없다.

등Maiti 68의 연구에 의하면 수산화아파타이트의 수산화기 자리에

염화 이온이 일정 농도 치환되었을 때 수산화아파타이트 구조가

불안정해지면서 깁스 자유 에너지가 증가했음을 보고했다 본 연구는.

이에 근거하여 염화아파타이트의 불안정한 구조가 수산화아파타이트의

용해특성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생각했으며 이로 인해 생체활성 및 골

전도도 또한 향상될 것으로 기대했다.

수산화아파타이트의 염화 이온 치환이 생체활성 및 골 전도도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기 위해 시편을 의사체액에 담지한 후 시편

표면에서의 저 결정성 탄산아파타이트의 생성여부를 관찰했고,

뉴질랜드산 웅성 가토의 두개골 결손부에 일정 기간 시편을 식립한 후

신생골의 생성 양상을 비교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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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험방법2.

분말 합성 및 시편 제조2.1.

침전법을 통해 수산화아파타이트 분말을 합성했다 이를 위해.

탄산칼슘 (CaCO3 을, Wako) 1050o 에서 시간 하소하여 얻어진C 3

수산화칼슘 [Ca(OH)2 을 증류수에 가하여 의 칼슘] 0.377mole 1.0M

현탁액을 준비했고 인산 (H3PO4 을, 85%, Aldrich) 0.226mole

증류수에 가하여 의 인산 수용액을 각각 준비했다 그 후 상온에서1.0M .

칼슘 현탁액을 고속 교반하면서 수산화아파타이트 단일상이 되도록 인산

수용액을 천천히 적하 반응시켰다 반응이 끝난 후 생성물은 상온에서.

하루 숙성시킨 다음 흡인 여과기와 여과지를 사용하여 침전물을 거른 후

증류수로 세척하는 과정을 수차례 반복하여 아파타이트 케이크를 제조

후 80o 에서 시간 건조한 다음 분쇄 체 가름하여 이하 분말을C 24 , 75㎛

준비했다.

염화 이온이 포함된 아파타이트 분말 또한 상기 침전법에 준하여

제조했다 수산화칼슘 을 증류수에 가하여 의 칼슘. 0.377mole 1.0M

현탁액을 인산 을 증류수에 가하여 의 인산 수용액을, 0.226mole 1.0M

각각 준비한 후 염화 이온을 포함하는 출발염으로서 염화암모늄

(NH4 을 증류수에 가하여 염화암모늄 수용액을 준비했다Cl, Aldrich) .

이 때 염화암모늄 수용액은 수산화아파타이트 구조 중 수산기 자리에,

염화 이온이 치환된 양에 따라 다르게 적정했다 즉 염화 이온을. ,

포함하는 수산화아파타이트의 화학식은 Ca10(PO4)6(OH)2-x(Cl)x로

표현되며 염화 이온의 치환양 가 각각 와 일 때 염화암모늄x 0.5 1.0

과 을 증류수에 가하여 각각 의 염화암모늄0.019mole 0.038mole 1.0M

수용액을 준비했다 그 후 상온에서 칼슘 현탁액을 고속 교반하면서.

염화암모늄 수용액과 인산 수용액을 차례로 천천히 적하시켰다 반응이.

끝난 용액은 하루 동안 숙성시킨 후 반응에 첨가된 염화 이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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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과과정에 의해 유실되는 것을 막기 위해 침전물은 거르지 않고

80o 에서 일간C 5 완전히 건조시켰다. 건조된 케이크는 분쇄 후 체

가름하여 최종 이하의 분말을 얻었다 이때75 .㎛

Ca10(PO4)6(OH)2-x(Cl)x의 화학식으로부터 염화 이온의 치환 양 가x

일 때 합성된 시편은 각각0, 0.5, 1.0 OHAp, Cl0.5Ap, Cl1.0 로Ap

명칭했다.

세포 증식 저해능 시험 및 생체활성 평가를 위해 OHAp, Cl0.5Ap,

Cl1.0Ap 분말을 각각 몰드에 충진 후 의 압력을 가하여 직경20MPa

두께 의 디스크 형태로 제작했다 그 후15mm, 2mm . 1100o 까지C

5o 로 승온시킨 다음 시간 소결했다C/min 3 .

골 전도도 평가를 위해 및OHAp Cl1.0 과립을Ap 표면 요철 구조로

각각 제작했으며 요철 형성을 위해 폴리에틸렌글리콜 (PEG, Mw

을 아파타이트 분말과 함께 혼합하여 제조했다 초기10000, Aldrich) .

입도분포가 불규칙한 과립은 아파타이트 분말과 혼합하기 전PEG

분쇄하여 각각 와 의 크기를 갖도록 체75 212 212 425∼ ㎛ ∼ ㎛

가름했다 그 후 아파타이트 분말과 의 크기. 75 212 , 212 425∼ ㎛ ∼ ㎛

범위를 갖는 를 각각 의 무게비로 혼합하여 몰드에 충진한PEG 3: 1: 1

후 로 압축 원기둥 형태로 제작했다 그 후20MPa , . 1100o 까지C

5o 으로 승온 후 시간 소결했다 소결 후 시편은 분쇄 후 체C/min 3 .

가름하여 크기 범위를 갖는 아파타이트 과립을 제작했다425 600 .∼ ㎛

생체활성 실험2.2.

각 시편들의 생체활성 평가를 위해 의사체액에 디스크 형태로 제작한

시편을 침적시킨 후 시편 표면에 저 결정성 탄산아파타이트의 생성

여부를 관찰했다 의사체액은. NaCl, NaHCO3, KCl, K2HPO3·3H2O,

MgCl2·6H2O, CaCl2, Na2SO4를 Na+ 142, K+ 5.0, Mg2+ 1.5, Ca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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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Cl- 147.8, HCO- 4.2, HPO2- 1.0, SO4
2- 의 농도로0.5 mM

증류수에 용해시켜 제조했으며 tris-buffer solution

[tris(hydroxymethyl) aminomethane, H2NC(CH2OH)3 과 의] 1N HCl

용액을 가하여 36.5o 에서 용액의 를 로 조절C pH 7.25 했다.55 각각의

시편들은 36.5o 의 의사체액에 시간 일 동안C 1, 3, 6, 9 , 1, 3, 7

담지했다 일정 시간이 경과한 후 의사체액에서 꺼낸 시편은 수차례.

증류수로 세척한 다음 상온에서 건조했다.

용해특성 실험2.3.

각 시편의 용해특성 평가는 디스크 형태로 제작한 시편을

아파타이트가 생성되지 않는 조건의 완충용액에 담지한 후tris-

시편으로부터 용출된 용액 내 이온농도 및 측정을 통하여 수행pH 했다.

완충용액은 36.5o 에서 과 의 용액을C tris-buffer solution 1N HCl

증류수에 가하여 를 로 적정하여 제조pH 7.25 했다 각 시편들은. 36.5

o 완충용액에 시간 일 동안 담지한 후 시편을C 1, 3, 6, 9 , 1, 3, 7

제거한 다음 용액의 이온농도를 분석했다.

특성 분석2.4.

각 시편들의 미세구조는 방사 전계형 주사전자 현미경 (FE-SEM;

과 투과전자 현미경 으로S-4700, Hitachi) (TEM; Tecnai F20, FEI)

관찰했다 시편의 입자 크기 분석은 를. image analyzer (Image J, NIH)

사용했으며 시편 당 개 이상의 입자를 측정한 후 그 값들의1,000

평균과 표준편차 값을 나타냈다 공정 단계별 결정도와 결정상은 선. X-

회절분광 장치 를 사용하여(XRD; D8 Discover, Bruker) powder

및 에서 의 조건으로 분석mode thin film mode 40kV, 40mA 했다 이때.

는step size 0.01o이며 의 속도로 진행하여0.5sec/step 25 40∼ o의 2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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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위를 분석했다 공정단계에 따른 시편들의 작용기 분석은. FT-IR

분광장치 를 사용(FT-IR; Spectrum 100, Perkin Elmer) 했고

4cm-1의 분해능으로 시편을 번 하여 얻어진 누적 값으로250 scan

나타냈다 시편은 미분 상태의 시편과 시편 대비 배 무게의 을. 250 KBr

혼합하여 제작한 후 측정했으며 는 순수한 을background noise KBr

측정한 값으로 보정했다 합성된 분말 중 포함된 탄소의 정량 분석은.

원소분석기 (EA Flash 1112, 를 사용하여Thermoquest) 1150o 까지C

승온하여 수행했다 소결 후 시편의 구성 원소 분석 및 원소들의 분포를.

관찰하기 위해 electron prove microanalysis (EPMA; JXA-8500F,

를 이용하여 의 조건 하에서 원소 을 했다Jeol) 15kV, 20nA mapping .

이 때 분석 면적은 이었고 는 이었다, 10.2 × 10.2 step size 40nm .㎛ ㎛

소결한 시편들의 격자 상수는 선 회절데이터를 이용한 리트벨트X-

정련 방법을 통해 프로그램으로 측정했으며(Rietveld) TOPAS 56

정련은 등Kay 57이 보고한 아파타이트 결정 구조를 기반으로 P63/m

공간군에서 진행했다 생체활성 및 용해특성 실험 시 반응용액 내.

이온의 정성 정량분석은, inductively coupled plasma-atomic

emission spectroscopy (ICP-AES Optima-4300 DV, Perkin

와 로Elmer) ion chromatography (IC; ICS-3000, Dionex)

진행했으며 용액의 는 를 사용하여pH pH meter (EX-20, Horiba)

시편 당 총 개를 측정한 후 그 값들의 평균과 표준편차 값을 나타냈다5 .

세포 증식 저해능 시험2.5.

세포 증식 저해능 시험은 ISO 10993-5, 12 Test for Cytotoxicity:

에 근거하여 수행Elution Test Standard 했다 각 시편들의 추출액을 함.

유한 세포배양액에서 세포를 배양할 때 시편의 추출액이 세포의 증식 및

억제에 미치는 영향을 관찰했다 추출액은 각각의 시편을 당 의. 1g 30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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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류수에 담지한 후 항온조에서 시간 진탕하여 준비37 72℃ 했다 그 후.

대조 배양액과 처리 배양액은 각각 증류수와 상기 준비한 추출액을 배2

농도의 배양액 과 동량 혼합한 후 세포주(EMEM, Lonza) MC3T3-E1

를(CRL-3593, ATCC) 5×104 세포 수로 각각 분취하여 준비cell/ml

했다.

반응 개시 시의 대조군은 대조 배양액에서 세포를 제거하기 위해 원심

분리했으며 그 후 배양액을 에서 보존4℃ 했다 시간 대조군 및 시. 72 72

간 처리군은 각각 대조 배양액과 처리 배양액을 24-well culture flask

로 옮긴 다음 의 탄산가스 배양장치(Nunclon surface, Nunc) 37 5%℃

에서 시간 동안 세포를 배양한 후 인산(Nu-4750, Nuaire) 72 pH 7.4

완충 생리식염수로 재 현탁하는 과정을 반복하여 처리한 후 에서 보4℃

존했다.

각 군의 총 단백질 함량은 세포를 로 파괴한 후 각각lysis buffer

에96-well plate (Microtest, BD-Falcon) 200μ 분취한 다음l BCA

을 이용하여assay kit (BCA protein assay kit, Thermo) ELISA

의 파장에서 흡광도를plate reader (Bio rad-550, Bio rad) 560nm

측정했다 결과 값은 세포에 대한 증식 저해율로 나타냈으며 다음과 같.

이 산출했다.58

100
흡광도) 평균 대조군 개시시 (반응흡광도) 평균 대조군 (72시간

흡광도) 평균 대조군 개시시 (반응흡광도) 평균 처리군 (72시간
1(%) 저해율 증식 세포 ×⎥

⎦

⎤
⎢
⎣

⎡
−
−

−=

본 연구의 모든 결과는 회 반복실험에 대한 평균 표준편차5 (mean)±

로 나타냈으며 통계 분석은(standard deviation; SD) SPSS v.19.0

를 이용했으며software package (SPSS/PC Inc.) Student’s 로t-test

통계적 유의성을 검정했다.

골 전도도 실험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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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험2.6.1 In vivo

골 전도도 실험은 뉴질랜드산 백색 웅성 가토 를(2 2.5kg)∼

사용했으며 졸레틸 과 럼푼(10mg/kg, Vibac) (0.15ml/kg, Bayer

을 혼합 후 주사하여 마취하고 두부의 정수리 부분을 제모Korea) , ,

포타딘으로 소독한 후 리도카인 유한양행 으로 국소마취를 추가로2% ( )

실시했다 소독된 두피의 정중선을 따라서 가량 절개한 후 골막을. 3cm ,

박리하여 두개골을 노출시켰다 외경 의 오성 를. 9mm trephine bur ( )

사용하여 좌우의 측두골에 대칭으로 개의 원형 골 결손부를 형성2 했다.

이 때 두개골의 열 손상 방지를 위해 식염수로 충분히 관주 했으며, ,

두개골 하방의 뇌막에 손상을 주지 않도록 주의했다 원형의 골.

결손부에 OHAp, Cl1.0 과립을 각각 식립한 후 골 막과 두피를Ap

흡수성 봉합사 와 수술용 실크(Surgifit 3-0, Ailee) (Black silk 3-0,

를 사용하여 각각 봉합한 후 항생제 종근당 를 일간Ailee) (Cefazolin, ) 3

주사했다 수술 주 후 마리의 가토를. 4 , 12 CO2 에서 희생했으며chamber

아파타이트 과립이 이식된 두개부의 조직을 수거했다 그 후 이를. 10%

포르말린 용액에 넣어 주일 동안 고정 후1 70%, 90%, 95%, 100%

에탄올에 각각 일 동안 담지하여 탈수처리를 한 다음 비 탈회 표본을3

제작했다 포매는. technovit resin (Technovit-7200, Hereaus

을 사용Kuzer) 했으며 을cutting system (Secotom-15, Struers)

사용하여 의 두께로 표본을 차 절단한 후80 1 polishing system㎛

으로 연마하여 두께가 약 인 조직 표본을(Tegrapol-35, Struers) 30㎛

제작했다 그 후 표본은. Sanderson’s Rapid Bone Stain (Surgipath,

으로 염색 후 으로 대비 염색Richmond) Van Gieson 했으며 광학 현미경

(Eclipse 80i, Nikon)으로 조직학적 관찰을 실시했다 조직 계측학적.

분석은 계측 프로그램 을 이용하여 섬유조직과(Image J, NI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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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생골이 형성된 영역을 각각 지정하여 전체 결손 면적 대비 백분율로

계산했다.

통계 분석2.6.2

통계 분석은 를SPSS v.19.0 software package (SPSS/PC Inc.)

이용하여 Student’s 로 통계적 유의성을 검정하였으며 결과 값은t-test

평균 표준편차 로 나타냈다(mean)± (standard deviation; SD) .

동물실험 윤리2.6.3

모든 실험동물은 의Institute of Laboratory Animal Resources

‘Guide for the Care and Use of Laboratory Animal’(1996,

에 준하여 취급USA) 했으며 동물실험은 서울대학교 수의과대학

동물실험 윤리위원회 (Institutional Animal Care and Use

의 승인 하에 수행Committee) 했다 승인번호. ( ; SNU-1202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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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험결과3.

은 침전법으로 합성한Fig. 18 OHAp, Cl0.5 그리고Ap Cl1.0 분말의Ap

미세조직을 각각 투과전자 현미경으로 관찰한 결과이다 세 시편 모두.

막대 형태로서 평균 크기는 의 경우OHAp 14.7±3.3 , Cl㎛ 0.5 의Ap

경우 19.2±3.8 , Cl㎛ 1.0 의 경우 로 각각 관찰되었다Ap 19.2±3.5 .㎛

는 합성한Fig. 19 OHAp, Cl0.5 그리고Ap Cl1.0 분말의 를Ap XRD

통한 상 분석 결과이다 세 시편 모두 수산화아파타이트의 주 피크가.

나타나는 값인 부근에서 폭이 넓은 피크가2 31.8° 32.2°, 33°θ

관찰되었으며 염화아파타이트 상은 관찰되지 않았다.

은Fig. 20 OHAp, Cl0.5 그리고Ap Cl1.0 시편의Ap FT-IR

흡수스펙트럼을 이용한 작용기 분석 결과이다 모든 시편에서. 1089,

1037cm-1에서 PO4의 υ3, 601cm-1, 566cm-1에서 υ4, 962cm-1에서

υ1, 472cm-1에서 υ2 피크가 관찰되었으며 3572cm-1, 630cm-1에서

각각 낮은 피크의 강도를 갖는 의 흡수 피크가OH stretch, libration

각각 관찰되었다.22 또한, 1635cm-1, 3435cm-1에서 H2 에 해당하는O

흡수 피크가 확인되었으며59,60 1454cm-1, 1421cm-1에서 CO3의 υ3,

그리고 874cm-1에서 CO3의 υ2 피크가 각각 관찰되었다74-78.

3572cm-1, 630cm-1 부근의 피크 외 다른 피크의 관찰이 없는OH

것을 통해 합성과정 중 이온은 치환되지 않은 것으로 생각된다Cl .

은Fig. 21 (a) OHAp, (b) Cl0.5 그리고Ap (c) Cl1.0 시편을 각각Ap

디스크 형태로 제작 후 1100o 에서 시간 동안 소결한 다음 소결체의C 3

미세조직을 주사전자 현미경으로 관찰한 결과이다 소결 후 입자 형태는.

시편 간에 서로 유사했으며 소결체의 상대밀도는 모두 이상을98%

나타냈다. OHAp, Cl0.5 그리고Ap, Cl1.0 의 평균 입자 크기는 각각Ap

을 나타냈다0.32±0.14 , 0.31±0.13 , 0.30±0.13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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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18. TEM images of as-synthesized (a) hydroxyapatite (OHAp) and
chloride-substituted hydroxyapatite powders with (b) low (Cl0.5Ap) and (c)
high (Cl1.0Ap) chloride concentra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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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19. XRD patterns of as-synthesized hydroxyapatite (OHAp) and
chloride-substituted hydroxyapatite powders with low (Cl0.5Ap) and high
(Cll.0Ap) chloride concentrations. : hydroxyapati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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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20. FT-IR spectra of as-synthesized hydroxyapatite (OHAp) and
chloride-substituted hydroxyapatite powders with low (Cl0.5Ap) and high
(Cll.0Ap) chloride concentra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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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Fig. 22 OHAp, Cl0.5 그리고Ap Cl1.0 시편을 각각Ap 1100o 에서C

시간 동안 소결 후 의 모드 와 모드3 XRD continuous [Fig. 22(a)] step

로 상 분석한 결과이다[Fig. 22(b)] . Cl1.0 시편의 경우 염화아파타이트Ap

상이 시편의 경우 순수한 수산화아파타이트 상이 각각, OHAp

관찰되었으며 Cl0.5 시편의 경우 수산화아파타이트에서Ap

염화아파타이트의 중간 단계의 상이 관찰되었다.

은Fig. 23 OHAp, Cl0.5 그리고Ap Cl1.0 시편을Ap 1100o 에서 시간C 3

소결 후 흡수 스펙트럼을 통해 작용기를 분석한 결과이다 모든FT-IR .

시편은 1089cm-1, 1046cm-1에서 PO4의 υ3, 601cm-1, 571cm-1에서

υ4, 962cm-1에서 υ1, 472cm-1에서 υ2 피크가 관찰되었다.22 OHAp

시편의 경우 3572cm-1, 630cm-1에서 관찰되는 피크의 강도는 소결OH

전보다 증가한 반면 Cl0.5 의 경우 자리에 이 치환됨에 따라Ap , OH Cl OH

피크의 강도는 감소했다 특히 주목할 점은. 3545cm-1, 3495cm-1에서

과 의 수소결합에 의한Cl OH OH···Cl68 피크가 새로 관찰된 것이다.

Cl1.0 의 경우Ap , 3572cm-1에서의 피크는 거의 관찰되지 않았으며OH

3545cm-1, 3495cm-1에서 OH··· 피크가 관찰되었고Cl 630cm-1의 OH

피크는 관찰되지 않았다 반면. 670cm-1에서 즉tail to tail , HO:OH79의

피크가 새로 관찰되었다 이는 염화 이온이 아파타이트 구조의 축. c

방향으로 정렬된 수산화기 이온에 치환되면서 원자 배열이 변형되었기

때문이다.

는Fig. 24 (a) OHAp, (b) Cl0.5 그리고Ap (c) Cl1.0 디스크를Ap

1100o 에서 시간 소결한 후 표면 미세조직과 이에 해당하는C 3 EPMA

분석을 통해 칼슘 인 및 염소의 분포를 관찰한 결과이다mapping , .

오른쪽의 scale 는 검출된 각 원소들의 상대적인 농도를bar

나타낸다 시편의 경. OHAp 우 수산화아파타이트를 구성하는 칼슘과

인이 시편 전체에서 균일하게 관찰된 반면 염소는 관찰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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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21. FE-SEM images of (a) hydroxyapatite (OHAp) and chloride
substituted hydroxyapatite disks with (b) low (Cl0.5Ap) and (c) high (Cl1.0Ap)
chloride concentrations after sintering at 1100oC for 3h at a heating rate of
5oC/m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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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22. (a) Continuous and (b) step modes of XRD patterns measured on
hydroxyapatite (OHAp) and chloride-substituted hydroxyapatite disks with
low (Cl0.5Ap) and high (Cll.0Ap) chloride concentrations after sintering at
1100oC for 3h. : hydroxyapatite and∆ ●: chlorine bearing hydroxyapati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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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23. FT-IR spectra of hydroxyapatite (OHAp) and chloride-substituted
hydroxyapatite disks with low (Cl0.5Ap) and high (Cll.0Ap) chloride
concentrations after sintering at 1100oC for 3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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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l0.5 와Ap Cl1.0 시편의 경우 칼슘과 인을 포함하여Ap , 염소 역시 시편

전체에서 균일하게 관찰되었으며 Cl0.5 시편과 비교할 때Ap Cl1.0Ap

시편에서 더 높은 농도의 염소가 관찰되었다.

는 소결된 디스크를 의사체액에 침적시킨 후 시간Fig. 25 OHAp

경과에 따른 시편 표면의 미세조직을 주사전자 현미경을 통해 저배율

(× 과 고배율5k) (× 에서 관찰한 결과이다 의사체액에서의 침적20k) .

일 동안 시편 표면에서의 미세조직 변화는 관찰되지 않았다7 .

은 소결된Fig. 26 Cl0.5 디스크를 의사체액에 침적시킨 후 시간Ap

경과에 따른 시편 표면의 미세조직을 주사전자 현미경을 통해 저배율

(× 과 고배율5k) (× 에서 관찰한 결과이다 침적 시간째20k) . 3 [Fig.

시편 표면 위로 작은 결정들이 생성되기 시작했으며 침적26(a)],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결정의 크기 및 양이 점차 증가하여 침적 일째7

기존의[Fig. 26(d)], Cl0.5 시편 표면이 침상 형태의 새로운Ap

결정들로 완전히 덮인 것이 관찰되었다.

은 소결된Fig. 27 Cl1.0 디스크를 의사체액에 침적시킨 후 시간 경과에Ap

따른 시편 표면의 미세조직을 주사전자 현미경을 통해 저배율 (× 과5k)

고배율 (× 에서 관찰한 결과이다 침적 시간째 이미20k) . 3 [Fig. 27(a)],

침상 형태의 새로운 결정들이 생성되기 시작했으며 침적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결정의 크기 및 양 역시 빠르게 증가하여 침적 시간째9 [Fig.

에는 기존의27(c)] Cl1.0 시편 표면을 침상 형태의 결정들이 완전히 덮은Ap

것이 관찰되었다 침적 일째. 7 [Fig. 27(f)], Cl1.0 시편 표면은 새로운Ap

아파타이트 결정들이 차원의 형태로 생성된 것이 관찰되었다3 .

은 소결된Fig. 28 OHAp, Cl0.5 그리고Ap Cl1.0 디스크를 각각Ap

의사체액에 침적시킨 후 시간 경과에 따른 의사체액 내 칼슘(a) , (b)

인 염소의 이온 농도와 용액의 측정 및 아파타이트에, (c) (d) pH (e)

대한 이온화활동도적을 계산한 결과이다 시편의 경우 용액 내. OHA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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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24. FE-SEM images and corresponding elemental maps measured by
the EPMA of calcium, phosphorous, and chloride distributed in (a)
hydroxyapatite (OHAp) and chloride-substituted hydroxyapatite disks with (b)
low (Cl0.5Ap) and (c) high (Cll.0Ap) chloride concentrations after sintering at
1100oC for 3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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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25. FE-SEM images (×5k) of the pure hydroxyapatite (OHAp) disks
after soaking in SBF for various time intervals (inlet micrographs are
detailed microstructures, ×20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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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26. FE-SEM images (×5k) of the chloride-substituted hydroxyapatite
disks with low chloride concentration (Cl0.5Ap) disks after soaking in SBF
for various time intervals (inlet micrographs are detailed microstructures,
×20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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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27. FE-SEM images (×5k) of the chloride-substituted hydroxyapatite
disks with high chloride concentration (Cl1.0Ap) disks after soaking in SBF
for various time intervals (inlet micrographs are detailed microstructures,
×20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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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슘 인 염소의 이온 농도 및 는 일간의 시편 침적 기간 동안, , pH 7

거의 변하지 않았다 이는 시편으로부터 용출되는 이온의 양이 거의.

없었음을 나타낸다 반면. Cl0.5 및Ap Cl1.0 시편의 경우 칼슘 인의Ap ,

이온 농도 및 는 침적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점차 증가하여 침적 후pH

시간째에 가장 높은 값을 나타냈으며 그 후 빠르게 감소하였다 반면6 .

염화 이온의 농도는 의사체액에서의 침적 일 동안 지속적으로7

증가했다. OHAp, Cl0.5 그리고Ap Cl1.0 시편의 의사체액 내 각각의Ap

아파타이트에 대한 이온화활동도적 값은 용출된 칼슘 인(IAP) , ,

수산화기 이온 농도 값을 통해 계산했다 [Fig. 28(e)].50 Cl0.5Ap

시편과 Cl1.0 시편의 경우 값은 침적 시간 후 최대값을 나타낸Ap , IAP 6

후 빠르게 감소했으며 이 때 의 증가율은IAP Cl0.5 보다Ap Cl1.0 에서Ap

훨씬 크게 나타났다 반면 시편의 경우 값은 일간의. OHAp IAP 7

침적기간 동안 거의 변화가 없었다.

는 소결된 시편들을 의사체액에 침적 전과 침적 일 후 박막Fig. 29 7

분석을 통해 시편 표면의 상을 분석한 결과이다 의 경우XRD . OHAp

의사체액에 침적 후 침적 전과 마찬가지로 고 결정성의,

수산화아파타이트 상이 여전히 관찰된 반면 Cl0.5 와Ap Cl1.0 시편의Ap

경우 침적 전 관찰되었던 염화아파타이트 상이 침적 후 저 결정성을,

갖는 수산화아파타이트 상으로 전환됐으며 피크의 강도도 감소했다.

이때 피크 강도의 감소율은 Cl0.5 보다Ap Cl1.0 에서 더 크게Ap

나타났으며 이를 통해 의사체액 침적 후 시편 표면에 저 결정성을 갖는

아파타이트 상이 새로 생성되었음을 알 수 있다.

은 소결된Fig. 30 OHAp, Cl0.5 그리고Ap Cl1.0 디스크를 각각Ap

아파타이트가 생성되지 않는 조건인 완충용액에 침적시킨 후 시간

경과에 따른 용액 내 칼슘 인 염소의 이온 농도 및(a) , (b) , (c) (d)

용액의 를 측정한 결과이다 시편의 경우 의사체액에서의pH . OHA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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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28. Changes in elemental concentrations of (a) calcium, (b)
phosphorous, and (c) chloride, and changes in (d) pH and (e) ionic activity
product of apatite in SBF after soaking hydroxyapatite (OHAp) and
chloride-substituted hydroxyapatite disks with low (Cl0.5Ap) and high
(Cl1.0Ap) chloride concentration for various time interva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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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29. TF-XRD measurements of (a) hydroxyapatite (OHAp) and
chloride-substituted hydroxyapatite disks with (b) low (Cl0.5Ap) and (c) high
(Cl1.0Ap) chloride concentrations before and after soaking in SBF for 1
week. : hydroxyapatite and∆ ●: chlorine-bearing hydroxyapati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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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지 실험과 마찬가지로 칼슘 인 염소의 이온 농도 및 는 침적 기간, , pH

동안 거의 변하지 않았다 반면. Cl0.5 와Ap Cl1.0 시편의 경우 칼슘Ap ,

인 염소의 이온 농도 및 는 침적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지속적으로, pH

증가했으며 이때 증가율 및 이온의 용출 양은 Cl1.0 에서 더 높았다Ap .

은 소결 후 와Fig. 31 OHAp Cl0.5 그리고Ap Cl1.0 시편의 세포Ap

증식 저해율을 평가 방법으로 측정한 결과이다BCA . OHAp, Cl0.5Ap,

Cl1.0 시편의 세포증식 저해율은 각각Ap 1.41±0.12%, 2.13±0.19%,

이었으며 세 시편의 통계적 유의성을 확인하기 위해 독립2.35±0.24%

를 실시한 결과 측정값들 간에 유의한 차이t-test , (P 를> 0.05)

보이지 않았다.

는 동물 실험을 위해 제조한Fig. 32 Cl1.0 과립의 주사전자 현미경Ap

사진이다 과립 역시. OHAp Cl1.0 과립과 동일한 미세구조를Ap

나타냈다 사진 생략 과립의 입도분포는 이며 과립 제조( ). 425~600㎛

시 아파타이트 분말과 함께 첨가된 의 열 분해로 인해 생성된PEG

의 기공들이 관찰되었다30~150 .㎛

은 과립과 상대적으로 높은 생체활성을 나타낸Fig. 33 OHAp Cl1.0Ap

과립을 각각 가토의 두개골 결손부에 주 동안 식립한 후 조직을 배4 40

와 와 배 와 에서 광학 현미경으로[Fig. 33(a) (b)] 100 [Fig. 33(c) (d)]

관찰한 결과이다 시편을 식립한 결손부 와 의. OHAp [Fig. 33(a) (c)]

경우 식립된 아파타이트 과립 주위로 섬유 조직이 대부분 개재, 했으며

적은 양의 신생골이 과립 표면에 생성되었다. 반면 Cl1.0 시편을Ap

식립한 결손부 [Fig. 33(b)와 의 경우 과립 주위로 다(d)] , 량의

신생골이 균일하게 생성된 것이 관찰되었다 상기 결과에 대한 조직.

형태학적 계측 값을 에 나타냈다 식립된 과립이 전체 결함에서Table 3 .

차지하는 비율은 시편의 경우OHAp 49.9± 이고4.7% Cl1.0 의 경우Ap

53.8± 로서 두 그룹 간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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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30. Changes in elemental concentrations of (a) calcium, (b)
phosphorous, (c) chloride, and (d) pH in Tris-buffer solution after soaking
hydroxyapatite (OHAp) and chloride-substituted hydroxyapatite disks with
low (Cl0.5Ap) and high (Cl1.0Ap) chloride concentrations for various time
interva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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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31. The cell growth inhibition rate of hydroxyapatite (OHAp) and
chloride-substituted hydroxyapatite disks with low (Cl0.5Ap) and high
(Cl1.0Ap) chloride concentrations accessed by BCA assay in which it is not
significantly different between the three groups (P > 0.05). The bar
represents the standard deviation of five sampl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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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32. FE-SEM image of the as-sintered chloride-substituted
hydroxyapatite (Cl1.0Ap) granule before implant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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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P 반면 결함 내 생성된 신생골의 면적은 의 경우> 0.01). OHAp

9.9±1.2%, Cl1.0 의 경우Ap 40.8± 이었으며 이 때 개재된 섬유4.1% ,

조직의 면적은 의 경우OHAp 40.2±5.3%, Cl1.0 의 경우Ap

5.4± 로서 두 그룹 간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나타냈다1.9% (P <

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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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33. Optical microscopic images of whole defects and detailed images
of hydroxyapatite [OHAp, (a) original magnification ×40 and (c) original
magnification ×100] and chloride-substituted hydroxyapatite granules with
high chloride concentration [Cl1.0Ap, (b) original magnification ×40 and (d)
original magnification ×100] at 4 weeks after implantation into calvarial
defects of New Zealand white rabbits. (Multiple Stain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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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3. Histomorphometric analyses of hydroxyapatite (OHAp) and
chloride-substituted hydroxyapatite with high chloride concentration (Cl1.0Ap)
granules 4 weeks after implantation in calvarial defects of New Zealand
white rabbits

* Significant difference between the two groups after 4 weeks (P < 0.01).

　Group Implanted
Granules (%)

Regenerated
Bone (%)

Soft
Tissue (%)

OHAp 49.9 ± 4.7 9.9± 1.2 40.2 ± 5.3

Cl1.0Ap 53.8 ± 5.1 40.8 ± 4.1* 5.4 ±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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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찰4.

본 연구는 수산화아파타이트 구조 내 수산화기 자리를 염화 이온이

치환할 때 수산화아파타이트의 생체활성 및 골 전도도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했다 염화 이온을 포함하는 수산화아파타이트 분말은 침전법을.

이용하여 Ca(OH)2, H3PO4 그리고, NH4 의 반응을 통해 합성했으며Cl

이때 얻어진 상은 저 결정성 탄산아파타이트임을 확인했다 (Fig. 19,

그 후20). 1100o 의 소결 과정을 통해 염화 이온이 치환된C

아파타이트 상이 생성됐으며 이는 그리고XRD, FT-IR EPMA

결과를 통해 확인할 수 있었다 이는mapping (Fig. 22, 23, 24) .

아파타이트 구조 내로의 염화 이온의 치환이 고온의 환경에서

이루어짐을 나타낸다.

소결 후 관찰된 아파타이트 상은 반응 시 첨가한 염소의 양이

증가할수록 염화아파타이트 상이 많이 생성되었다 소결[Fig. 22(b)].

시 염소가 아파타이트 구조 내 치환됨에 따라 수산화아파타이트의

수산화기 피크가 현저히 감소했으며 축 방향으로 정렬된(Fig. 23) c

수산화기와 치환된 염소와의 수소결합에 의해 OH··· 및Cl tail to tail

피크가 새롭게 관찰되었다 이 때 상기 피크의 강도는 염소의(HO:OH) . ,

치환양에 따라 증가했으며 를 이용한 염소의EPMA (Fig 24) mapping

결과 역시 상기 와 분석 결과를 뒷받침 했다 즉XRD FT-IR . , OHAp

시편의 경우 염소는 관찰되지 않은 반면 (Fig 24), Cl0.5Ap, Cl1.0 Ap

시편의 경우 전 영역에서 염소가 고르게 분포, 했으며 관찰된 염소의

농도 또한 첨가한 염소의 양에 비례했다 상기 결과를 통해.

수산화아파타이트 구조의 수산화기 자리에 염화 이온이 성공적으로

치환되었음을 알 수 있다.

한편, Ca10(PO4)6(OH)2-x(Cl)x 구조 중 염소의 치환 양 가 을x 1.0

초과하여 첨가되면 염화아파타이트 상과 더불어 산화칼슘 상이(Ca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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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 석출됨이 확인됐다 데이터 생략 따라서 단일 상의( ).

염화아파타이트 제조를 위해 첨가하는 염소의 양은 적절한 농도 범위

내에서 선택되어야 한다.

각 시편의 생체활성은 의사체액 내 일정기간 시편을 담지 후 시편

표면에 생성된 저 결정성 탄산아파타이트의 생성 유무와 양으로

평가했다 생체활성은 아파타이트 구조 내에 치환된 염소의 양이.

증가함에 따라 증가했으며 이를 통해 아파타이트 시편의 생체활성과

아파타이트 구조 내에 치환된 염소의 양이 밀접한 관련이 있음을 알 수

있다 저 결정성 탄산아파타이트의 생성은(Fig. 25, 26, 27). Cl0.5 의Ap

경우 의사체액 담지 일 후3 , Cl1.0 시편의 경우 단 시간 만에 각각Ap 3

관찰되었으며 의사체액 담지 일 후(Fig. 26, 27) 7 Cl1.0 시편에서Ap

더 많은 양의 저 결정성 탄산아파타이트 층이 생성되었음을 TF-XRD

분석을 통해 확인했다 이는 생성된 저 결정성 탄산아파타이트 층이.

두꺼울수록 분석 시 낮은 강도 및 폭이 넓은 피크를 갖는TF-XRD

아파타이트 상이 측정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Fig. 29(b), (c)].

반면 시편의 경우 의사체액 침적 후 저 결정성 탄산아파타이트의OHAp

생성이 없었기 때문에 피크 강도의 변화는 없었다 상기[Fig. 29 (a)].

결과들을 종합할 때 수산화아파타이트의 생체활성은 아파타이트 구조,

내 수산화기 자리에 치환된 염소의 양에 비례하여 향상되었음을

확인했다.

각 시편을 의사체액에 담지 후 용액 내 이온 농도를 로ICP-AES

분석한 결과 역시(Fig. 28) Cl0.5Ap, Cl1.0 의 저 결정성Ap

탄산아파타이트의 생성능 향상 결과를 뒷받침했다. ClxAp (x= 0.5,

의 경우 의사체액 내 칼슘 인산 수산화기의 이온 농도는 시편1.0) , , ,

침적 후 시간까지 증가한 후 감소함으로써6 Clx 시편으로부터 용출된Ap

이온들은 탄산아파타이트의 생성에 다시 소모되었음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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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체액 내 아파타이트에 대한 값 역시 침적 후 시간에서 최고IAP 6

값 (Cl0.5 에서 약Ap 10-96.0과 Cl1.0 에서Ap 10-95.7 을 나타낸 후)

감소했다 아파타이트의 용해도적 값이 에서[Fig. 28(e)]. 37°C

5.5×10-118인 것을 고려할 때 본 실험에서, Clx 의 값은Ap IAP

아파타이트가 핵 생성 및 입자성장할 만큼 충분히 높은 수치였다.51 즉,

Clx 로부터 용출된 칼슘 인산 및 수산화기 이온은 의사체액 내Ap ,

아파타이트에 대한 과포화도를 증가시켜 시간째(6 Cl0.5Ap, Cl1.0 의Ap

과포화도는 각각 1.8×1021, 3.6×1021을 나타냈다.) Clx 시편 표면Ap

위로 저 결정성 탄산아파타이트 층의 생성을 촉진시켰다 침적 시간. 6

후, Cl1.0 시편의 아파타이트에 대한 과포화도는Ap Cl0.5 의 약 두 배를Ap

나타냈으며 이는 Cl1.0 시편이Ap Cl0.5 에 비해 높은 아파타이트Ap

생성능을 갖는 이유이다 반면 시편의 경우(Fig. 26, 27). OHAp

의사체액 담지 일 동안 칼슘 인산 수산화기 이온의 농도 및7 , ,

아파타이트에 대한 값의 변화는 거의 없었으며 염화 이온 또한IAP

검출되지 않았다 이는 순수한 수산화아파타이트가 낮은[Fig. 28(e)].

생체활성을 나타내는 이유이다 (Fig. 25).

와OHAp Clx 의 정확한 용해 특성 평가를 위해 저 결정성Ap

탄산아파타이트가 생성되지 않는 조건의 완충용액에 각 시편을 침적 후

용액의 이온 농도 및 변화를 측정pH 했다. Clx 의 경우 침적 후Ap ,

칼슘 인산 염소 그리고 수산화기 이온이 침적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

지속적으로 용출되었으며 이는 Cl1.0 시편에서 더욱 빠르게Ap

관찰되었다 반면 시편의 경우 이온은 거의 용출되지 않았다. OHAp .

Clx 의 용해도가 증가한 이유는 등Ap Maiti 68의 연구에서 아파타이트

구조에 염화 이온이 치환되면서 수산화기와 염소의 이온 반경 차이80와

축 방향으로 정렬한 이온 간 척력의 증가로 인해 구조가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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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안정해졌기 때문이며 이는 아파타이트 구조의 깁스 자유 에너지가

염화 이온의 치환으로 인해 증가함을 통해 확인할 수 있었다.

Cl1.0 의 향상된 생체활성은 에 비해 높은 골 전도도를Ap OHAp

나타냈다 (Fig 31, Table 3). Cl1.0 과립을 식립한 결손부의 경우Ap ,

식립된 과립 주위로 섬유 조직의 개재 없이 다량의 신생골이 균일하게

생성된 반면 과립을 식립한 결손부의 경우 과립 주위로 골, OHAp

생성이 거의 관찰되지 않았다 상기. Cl1.0 시편의 우수한 골 전도도는Ap

재료의 뛰어난 생체활성으로부터 기인한 것으로 생각된다.

이상의 결과로부터 염화아파타이트는 수산화기 자리에 염화 이온을

치환시킴으로써 수산화아파타이트 구조를 불안정하게 하여 아파타이트의

용해특성을 향상시킬 수 있었다 용해도의 증가는 저 결정성.

탄산아파타이트 생성에 필요한 칼슘 인산 수산화기 이온들을, ,

아파타이트 구조로부터 더 쉽게 유리토록 함으로써 염화아파타이트의

우수한 생체활성 및 골 전도 능력으로 나타난 것이다 이로써 새로.

개발된 염화 이온이 치환된 아파타이트 과립은 새로운 골 충진재로

응용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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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5.

수산화아파타이트 구조 내 수산화기를 염화 이온으로 치환할 때

수산화아파타이트의 생체활성 및 골 전도도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했다.

침전법을 통해 아파타이트 분말을 합성한 후 소결 과정을 거쳐 염화

이온이 수산화아파타이트 구조 내 치환된 염화아파타이트를 성공적으로

합성했고 의사체액 담지 실험을 통해 수산화아파타이트 구조 내 염화

이온의 치환양이 증가할수록 아파타이트 시편의 생체활성이 증가함을

관찰했다. 가토의 두개골 결손 부 식립 실험을 통해 염화아파타이트의

골 전도도 또한 향상되었음을 확인했다 이는 염화아파타이트 시편이.

수산화아파타이트에 비해 새로운 골의 형성에 필요한 칼슘 인산, ,

수산화기 이온을 쉽게 유리함으로써 생체활성 및 골 전도도가 향상될 수

있었던 것으로 생각된다.



- 82 -

칼슘 및 수산화기 자리에 소듐 및 염화.Ⅴ

이온이 치환된 수산화아파타이트의

생체활성 및 골 전도도 평가

서론1.

수산화아파타이트 [Ca10(PO4)6(OH)2 의 낮은 생체활성 및 골, OHAp]

전도도 향상 방법으로 소듐과 염화 이온이 함께 치환된

수산화아파타이트를 제조했다 수산화아파타이트의 수산화기 자리에.

염소 또는 칼슘 자리에 소듐을 치환시키면 수산화아파타이트의,

생체활성 및 골 전도도가 향상됨이 보고된 바 있다.81 이온 치환

아파타이트의 용해도 및 생체활성 그리고 골 전도도의 향상 원인은

아파타이트 구성 성분과 다른 이온이 수산화아파타이트 구조 내

치환됨으로써 구조가 불안정해지기 때문이다.68 즉 열역학적인 관점에서,

볼 때 소듐 또는 염화 이온이 수산화아파타이트의 격자 내에 치환되면

치환된 이온의 이온 반경 차이 전하 차 그리고 이온 치환으로 인한,

아파타이트 구조 내 이온 배열의 변화 등으로 인해 아파타이트 구조의

깁스 자유 에너지가 증가된 있다.68,81 따라서 불안정한 아파타이트

구조로부터 칼슘 인산 수산화기 이온 등의 용출이 용이해지며 이로, ,

인해 수산화아파타이트의 생체활성 및 골 전도도가 향상될 수 있었다.

소듐 또는 염화 이온이 치환된 아파타이트의 골 전도도가

수산화아파타이트에 비해 향상된 기존 연구결과에 근거하여 본 연구는

수산화아파타이트 구조를 최대한 불안정하게 만들기 위해 소듐과 염화

이온을 함께 치환하는 방법을 수행했다.

본 실험에서는 소듐 및 염화 이온의 치환으로 인해 발생하는

수산화아파타이트 구조의 불안정성이 수산화아파타이트의 용해특성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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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치는 영향에 대해 고찰했다 소듐 및 염화 이온이 치환된.

수산화아파타이트의 생체활성 및 골 전도도를 평가하기 위해 상기

제조된 시편을 의사체액에 담지한 후 시편 표면에서의 저 결정성

탄산아파타이트의 생성 여부를 관찰했으며 뉴질랜드산 웅성 가토의

두개골 결손부에 일정 기간 시편을 식립한 후 조직 내 신생골의 생성

양상을 비교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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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험방법2.

분말 합성 및 시편 제조2.1.

침전법을 통해 수산화아파타이트 분말을 합성했다 이를 위해.

탄산칼슘 (CaCO3 을, Wako) 1050o 에서 시간 하소하여 얻어진C 3

수산화칼슘 [Ca(OH)2 을 증류수에 가하여 의 칼슘] 0.377mole 1.0M

현탁액을 준비했고 인산 (H3PO4 을, 85%, Aldrich) 0.226mole

증류수에 가하여 의 인산 수용액을 준비했다 그 후 상온에서 칼슘1.0M .

현탁액을 고속 교반하면서 수산화아파타이트 단일상이 되도록 인산

수용액을 천천히 적하 반응시켰다 반응이 끝난 후 반응 생성물은.

상온에서 하루 숙성시킨 다음 흡인 여과기와 여과지를 사용하여

침전물을 거른 후 증류수로 세척하는 과정을 수차례 반복하여

아파타이트 케이크를 제조했다 그 후. 80o 에서 시간 동안 건조한C 24

다음 분쇄 및 체 가름하여 이하의 분말을 준비했다75 .㎛

소듐과 염화 이온을 포함하는 수산화아파타이트 분말 또한 상기

침전법에 준하여 제조했다 이때 화학식은.

Ca10-xNax(PO4)6(OH)2-y(Cl)y로 표현되며 본 실험에서 첨가한 소듐의

양 와 염소의 양 는 각각 이다 이에 따라 수산화칼슘x y 0.3, 1.0 . 0.365

을 증류수에 가하여 의 칼슘 현탁액을 준비한 후 질산나트륨mole 1.0M , ,

염화암모늄 그리고 인산을 각각 그리고0.011mole, 0.038mole

을 각각 증류수에 가하여 의 수용액을 각각 준비했다0.226mole 1.0M .

그 후 상온에서 칼슘 현탁액을 고속 교반하면서 질산나트륨 수용액과

염화암모늄 수용액을 차례로 적하시킨 후 수산화아파타이트 단일상이,

되도록 인산 수용액을 천천히 적하 반응 시켰다 반응이 끝난 용액은.

하루 동안 숙성과정을 거친 후 반응에 첨가된 소듐과 염화 이온이 여과

과정에 의해 유실되는 것을 막기 위해 침전물은 거르지 않고 80o 에서C

일 간 완전히 건조시켰다 건조된 케이크는 분쇄 후 체 가름하여 최종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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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하의 분말을 얻었다 이때 타 이온을 첨가하지 않은 순수한75 .㎛

수산화아파타이트 시편과 소듐 및 염화 이온이 함께 첨가된 아파타이트

시편은 각각 로 명칭했다OHAp, NaClAp .

세포 증식 저해능 시험 및 생체활성 평가를 위해 분말 상태의 시편을

각각 몰드에 충진 후 의 압력을 가하여 직경 두께20MPa 15mm,

의 디스크로 제작했다 그 후2mm . 1100o 까지C 5o 로 승온시킨C/min

다음 시간 소결했다3 .

골 전도도 평가를 위해 및 과립을 표면 요철 구조로OHAp NaClAp

각각 제작했으며 요철 형성을 위해 폴리에틸렌글리콜 (PEG, Mw

을 아파타이트 분말과 함께 혼합했다 초기 입도분포가10000, Aldrich) .

불규칙한 과립은 아파타이트 분말과 혼합 전 분쇄하여 각각PEG

와 의 크기를 갖도록 체 가름했다 그 후75 212 212 425 .∼ ㎛ ∼ ㎛

아파타이트 분말과 의 크기 범위를 갖는75 212 , 212 425∼ ㎛ ∼ ㎛

를 각각 의 무게비로 혼합하여 몰드에 충진한 후 로PEG 3: 1: 1 20MPa

압축 원기둥 형태로 제작했다 그 후, . 1100o 까지C 5o 로 승온한 후C/min

시간 소결했다 소결 후 시편은 분쇄 후 체 가름하여 의3 . 425 600∼ ㎛

크기 범위를 갖는 아파타이트 과립을 제작했다.

생체활성 실험2.2.

각 시편들의 생체활성 평가를 위해 의사체액에 디스크 형태로 제작한

시편을 침적 시킨 후 시편 표면에 저 결정성 탄산아파타이트의 생성

여부를 관찰했다 의사체액은. NaCl, NaHCO3, KCl, K2HPO3·3H2O,

MgCl2·6H2O, CaCl2, Na2SO4를 Na+ 142, K+ 5.0, Mg2+ 1.5, Ca2+

2.5, Cl- 147.8, HCO- 4.2, HPO2-1.0, SO4
2- 의 농도로0.5 mM

증류수에 용해시켜 제조했으며 tris-buffer solution

[tris(hydroxymethyl) aminomethane, H2NC(CH2OH)3 과 의] 1N HC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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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액을 가하여 36.5o 에서 용액의 를 로 조절C pH 7.25 했다.55 각

시편들은 36.5o 의사체액에 시간 일 동안 담지C 1, 3, 6, 9 , 1, 3, 7 했다.

일정 시간 경과 후 의사체액에서 꺼낸 시편은 수차례 증류수로 세척한

다음 상온에서 건조했다.

용해특성 실험2.3.

각 시편들의 용해특성 평가는 디스크 형태로 제작한 시편을 저 결정성

탄산아파타이트가 생성되지 않는 조건의 완충용액에 담지한 후tris-

시편으로부터 용출된 용액 내 이온들의 농도 및 측정을 통하여pH

수행했다 완충용액은. 36.5o 에서 과 의C tris-buffer solution 1N HCl

용액을 증류수에 가하여 를 로 조절하여 제조pH 7.25 했다 각각의.

시편들은 36.5o 완충용액에 시간 일 동안 담지한 후C 1, 3, 6, 9 , 1, 3, 7

시편을 제거한 다음 용액 내 이온 농도를 분석했다.

특성 분석2.4.

각 시편들의 미세구조는 방사 전계형 주사전자 현미경 (FE-SEM;

으로 관찰S-4700, Hitachi) 했다 시편의 입자 크기 분석은. image

를 사용했으며 시편 당 개 이상의analyzer (Image J, NIH) 1,000

입자를 측정한 후 그 값들의 평균과 표준편차 값을 나타냈다 공정.

단계별 결정도와 결정상은 선 회절분광 장치X- (XRD; D8 Discover,

를 사용하여 및 에서Bruker) powder mode thin film mode 40kV,

의 조건으로 분석40mA 했다 이때 는. step size 0.01o이며 0.5

로 진행하여sec/step 25 40∼ o의 범위를 분석2θ 했다 공정 단계에.

따른 시편들의 작용기 분석은 분광장치FT-IR (FT-IR; Spectrum

를 사용100, Perkin Elmer) 했고 4cm-1의 분해능으로 시편을 번250

하여 얻어진 누적 값으로 나타냈다 시편은 미분 상태의 시편과scan .



- 87 -

시편 대비 배 무게의 을 혼합하여 제작한 후 측정250 KBr 했으며

는 순수한 을 측정한 값으로 보정background noise KBr 했다 소결 후.

시편의 구성 원소 분석 및 원소들의 분포를 관찰하기 위해 electron

를 이용하여prove microanalysis (EPMA; JXA-8500F, Jeol) 15kV,

의 조건에서 원소 을 했다 이때 분석 면적은20nA mapping . 10.2 ×㎛

이었고 는 이었다 소결한 시편들의 격자 상수는10.2 step size 40nm .㎛

선 회절데이터를 이용한 리트벨트 정련 방법을 통해X- (Rietveld)

프로그램으로 측정했다TOPAS .56 정련은 등Kay 57이 보고한

아파타이트 결정 구조를 기반으로 P63/m 공간군에서 진행했다. 생체활성

및 용해특성 실험 시 반응 용액들에 대한 정성 정량분석은, inductively

coupled plasma-atomic emission spectroscopy (ICP-AES

와Optima-4300 DV, Perkin Elmer) ion chromatography (IC;

로 진행ICS-3000, Dionex) 했으며 용액의 는pH pH meter (EX-20,

를 사용하여 시편 당 총 개를 측정한 후 그 값들의 평균과Horiba) 5

표준편차 값을 나타냈다.

세포 증식 저해능 시험2.5.

세포 증식 저해능 시험은 ISO 10993-5, 12 Test for Cytotoxicity:

에 근거하여 수행Elution Test Standard 했다 각 시편들의 추출액을 함.

유한 세포배양액에서 세포를 배양할 때 시편의 추출액이 세포의 증식 및

억제에 미치는 영향을 관찰했다 추출액은 각각의 시편을 당 의. 1g 30ml

증류수에 담지한 후 항온조에서 시간 진탕하여 준비37 72℃ 했다 그 후.

대조 배양액과 처리 배양액은 각각 증류수와 상기 준비한 추출액을 배2

농도의 배양액 과 동량 혼합한 후 세포주(EMEM, Lonza) MC3T3-E1

를(CRL-3593, ATCC) 5×104 세포 수로 각각 분취하여 준비cell/ml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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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응 개시 시의 대조군은 대조 배양액에서 세포를 제거하기 위해 원심

분리했으며 그 후 배양액을 에서 보존4℃ 했다 시간 대조군 및 시. 72 72

간 처리군은 각각 대조 배양액과 처리 배양액을 24-well culture flask

로 옮긴 다음 의 탄산가스 배양장치(Nunclon surface, Nunc) 37 5%℃

에서 시간 동안 세포를 배양한 후 인산(Nu-4750, Nuaire) 72 pH 7.4

완충 생리식염수로 재 현탁하는 과정을 반복하여 처리한 후 에서 보4℃

존했다.

각 군의 총 단백질 함량은 세포를 로 파괴한 후 각각lysis buffer

에96-well plate (Microtest, BD-Falcon) 200μ 분취한 다음l BCA

을 이용하여assay kit (BCA protein assay kit, Thermo) ELISA

의 파장에서 흡광도를plate reader (Bio rad-550, Bio rad) 560nm

측정했다 결과 값은 세포에 대한 증식 저해율로 나타냈으며 다음과 같.

이 산출했다. 58

100
흡광도) 평균 대조군 개시시 (반응흡광도) 평균 대조군 (72시간

흡광도) 평균 대조군 개시시 (반응흡광도) 평균 처리군 (72시간
1(%) 저해율 증식 세포 ×⎥

⎦

⎤
⎢
⎣

⎡
−
−

−=

본 연구의 모든 결과는 회 반복실험에 대한 평균 표준편차5 (mean)±

로 나타냈으며 통계 분석은(standard deviation; SD) SPSS v.19.0

를 이용software package (SPSS/PC Inc.) 했으며 Student’s 로t-test

통계적 유의성을 검정했다.

골 전도도 실험2.6.

실험2.6.1 In vivo

골 전도도 실험은 뉴질랜드산 백색 웅성 가토 를(2 2.5kg)∼

사용했으며 졸레틸 과 럼푼(10mg/kg, Vibac) (0.15ml/kg, Bayer

을 혼합 후 주사하여 마취하고 두부의 정수리 부분을 제모Korea) , ,

포타딘으로 소독한 후 리도카인 유한양행 으로 국소 마취를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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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로 실시했다 소독된 두피의 정중선을 따라서 가량 절개한 후. 3cm ,

골막을 박리하여 두개골을 노출시켰다 외경 의. 9mm trephine bur

오성 를 사용하여 좌우의 측두골에 대칭으로 개의 원형 골 결손부를( ) 2

형성했다 이 때 두개골의 열 손상 방지를 위해 식염수로 충분히 관주. ,

했으며 두개골 하방의 뇌막에 손상을 주지 않도록 주의, 했다 원형의 골.

결손부에 과립을 각각 식립한 후 골막과 두피를 흡수성OHAp, NaClAp

봉합사 와 수술용 실크(Surgifit 3-0, Ailee) (Black silk 3-0,

를 사용하여 각각 봉합한 후 항생제 종근당 를 일Ailee) (Cefazolin, ) 3

간 주사했다 수술 주 후 마리의 가토를. 4 , 8 CO2 에서chamber

희생했으며 아파타이트 과립이 이식된 두개부의 조직을 수거했다 그 후.

이를 포르말린 용액에 넣어 주일 동안 고정한 후10% 1 70%, 90%,

에탄올에 각각 일 동안 담지하여 탈수처리를 한 다음 비95%, 100% 3

탈회 표본을 제작했다 포매는. technovit resin (Technovit-7200,

을 사용했으며Hereaus Kuzer) cutting system (Secotom-15,

을 사용하여 의 두께로 표본을 차 절단한 후Struers) 80 1 polishing㎛

으로 연마하여 두께가 약 인system (Tegrapol-35, Struers) 30㎛

조직 표본을 제작했다 그 후 표본은. Sanderson’s Rapid Bone Stain

으로 염색 후 으로 대비 염색(Surgipath, Richmond) Van Gieson 했으며

광학 현미경 으로 조직학적 관찰을(Olympus BX51, Olympus Optical)

실시했다 조직 계측학적 분석은 계측 프로그램 을. (Image J, NIH)

이용하여 섬유 조직과 신생골이 형성된 영역을 각각 지정하여 전체 결손

면적 대비 백분율로 계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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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계 분석2.6.2

통계 분석은 를SPSS v.19.0 software package (SPSS/PC Inc.)

이용하여 Student’s 로 통계적 유의성을 검정t-test 했으며 결과 값은

평균 표준편차 로 나타냈다(mean)± (standard deviation; SD) .

동물실험 윤리2.6.3

모든 실험동물은 의Institute of Laboratory Animal Resources

‘Guide for the Care and Use of Laboratory Animal’(1996,

에 준하여 취급USA) 했으며 동물실험은 서울대학교 수의과대학

동물실험 윤리위원회 (Institutional Animal Care and Use

의 승인 하에 수행Committee) 했다 승인번호. ( ; SNU-1202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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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험결과3.

는 합성한 와Fig. 34 OHAp NaClAp 분말을 를 이용해 상 분석한XRD

결과이다 두 시편 모두 수산화아파타이트의 주 피크가 나타나는. 2θ

값인 부근에서 폭이 넓은 피크가 관찰되었으며31.8° 32.2°, 33°

이를 통해 생성된 분말은 저 결정성을 갖는 아파타이트임을 알 수 있다.

는 와Fig. 35 OHAp NaClAp 시편의 흡수스펙트럼을 이용한FT-IR

작용기 분석 결과이다 시편의 경우. OHAp 1095cm-1, 1033cm-1에서

PO4 의 υ3, 601cm-1, 563cm-1에서 υ4, 962cm-1에서 υ1,

469cm-1에서 υ2 피크가 관찰되었으며 3572cm-1, 630cm-1에서 각각

낮은 피크의 강도를 갖는 의 흡수 피크가 각각OH stretch, libration

관찰되었다.22 또한, 1633cm-1, 3433cm-1에서 H2 에 해당하는 흡수O

피크가 확인되었으며59,60 1454cm-1, 1422cm-1에서 CO3의 υ3 그리고,

874cm-1에서 CO3의 υ2 피크가 각각 관찰되었는데 이는 아파타이트의

합성 과정 중 탄산이 아파타이트 구조 내 치환되었기 때문이다 이상의.

피크들을 통해 시편은OHAp CO3가 소량 치환된 저 결정성의

수산화아파타이트임을 알 수 있다 반면 시편에서는 상기. NaClAp

시편에서 관찰된 피크들과 함께OHAp 1384cm-1에서 NO3의 υ3

피크가 관찰되었는데61 이는 합성 시 첨가된 출발염NaClAp

NaNO3로부터 기인한 것이다.

은 와 시편을 각각 디스크 형태로 제작 후Fig. 36 OHAp NaClAp

1100o 에서 시간 소결한 다음 소결체의 미세조직을 주사전자C 3

현미경으로 관찰한 결과이다 두 시편 모두 치밀한 구조로서. OHAp

시편의 경우 입자 크기는 0.32±0. 를 갖는 반면 시편의14 NaClAp㎛

경우 0.39±0. 로 입자 크기가 증가한 것이 관찰되었다16 .㎛

은 와 시편을 각각Fig. 37 OHAp NaClAp 1100o 에서 시간C 3 소결 후

분석을 모드 와 모드XRD continuous [Fig. 37(a)] step [Fig. 로37(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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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34. XRD patterns of as-synthesized hydroxyapatite (OHAp) and
sodium, chloride-cosubstituted hydroxyapatite (NaClAp) powders. :∆
hydroxyapati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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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35. FT-IR spectra of the as-synthesized hydroxyapatite (OHAp) and
sodium, chloride-cosubstituted hydroxyapatite (NaClAp) powd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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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 분석한 결과이다 시편의 경우 염화아파타이트의 상이. NaClAp ,

시편의 경우 순수한 수산화아파타이트 상이 각각 관찰되었으며OHAp

피크의 강도가 소결 전에 비해 증가한 것을 통해 소결 후 아파타이트의

결정도가 증가했음을 알 수 있다.

은 와 시편을Fig. 38 OHAp NaClAp 1100o 에서 시간 소결한 후C 3

흡수 스펙트럼을 통해 작용기를 분석한 결과이다 두 시편 모두FT-IR .

1089cm-1, 1047cm-1에서 PO4의 υ3, 601cm-1, 571cm-1에서 υ4,

961cm-1에서 υ1, 469cm-1에서 υ2 피크가 관찰되었으며

3433cm-1에서 H2 의 흡수 피크가 관찰되었다O .22 소결 후 3572cm-1,

630cm-1의 피크의 강도는 소결 전보다 증가했다 소결 전OH .

관찰되었던 CO3의 피크 (1454cm-1, 1422cm-1, 874cm-1 와) NaClAp

시편에서의 NO3 피크 (1384cm-1 는 소결 후 관찰되지 않았다) .

시편에서 주목할 점은 소결 전 관찰되지 않았던 새로운NaClAp

피크들이 관찰된 것이다. 3545cm-1, 3495cm-1, 3460cm-1에서 과Cl

의 수소결합에 의한OH OH···Cl68 피크가 새로 관찰되었으며

670cm-1에서 즉 의 피크tail to tail , HO:OH 62와 433cm-1에서

Ca3-O63에 해당하는 피크들이 새로 관찰되었다.

는 와 디스크를Fig. 39 OHAp [Fig. 39(a)] NaClAp [Fig. 39(b)]

1100o 에서 시간 소결한 후 표면 미세조직과 이에 해당하는C 3 EPMA

분석을 통해 칼슘 인 소듐 및 염소의 분포를 관찰한mapping , ,

결과이다 오른쪽에 위치한 는 검출된 각 원소들의 상대적인. scale bar

농도를 나타낸다 시편의 경우 수산화아파타이트를 구성하는. OHAp

칼슘과 인이 시편 전체에서 균일하게 관찰된 반면 소듐과 염소는

관찰되지 않았다 시편의 경우 칼슘과 인을 포함하여 소듐 및. NaClAp ,

염소 역시 시편 전체에서 균일하게 관찰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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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36. FE-SEM images of (a) hydroxyapatite (OHAp) and (b) sodium,
chloride-cosubstituted hydroxyapatite (NaClAp) disks after sintering at 1100oC
for 3h at a heating rate of 5oC/m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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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37. (a) Continuous and (b) step modes of XRD patterns measured on
hydroxyapatite (OHAp) and sodium, chloride-cosubstituted hydroxyapatite
(NaClAp) disks after sintering at 1100oC for 3h. : hydroxyapatite and, :∆ ●
chlorine-bearing hydroxyapati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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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38. FT-IR spectra of the hydroxyapatite (OHAp) and sodium,
chloride-cosubstituted hydroxyapatite (NaClAp) after sintering at 1100oC for
3h at a heating rate of 5oC/m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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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소결된 디스크를 의사체액에 침적시킨 후 시간Fig. 40 OHAp

경과에 따른 시편 표면의 미세조직을 주사전자 현미경을 통해 저배율

(× 과 고배율5k) (× 에서 관찰한 결과이다 의사체액에서의 침적20k) .

일 동안 시편 표면에서의 미세조직 변화는 관찰되지 않았다7 .

은 소결된 디스크를 의사체액에 침적시킨 후 시간Fig. 41 NaClAp

경과에 따른 시편 표면의 미세조직을 주사전자 현미경을 통해 저배율

(× 과 고배율5k) (× 에서 관찰한 결과이다 침적 시간째20k) . 3 [Fig.

시편 표면에 작은 결정들이 생성되기 시작했으며 침적 시간이41(a)]

경과함에 따라 결정의 생성양이 점차 증가하여 침적 일째1 [Fig.

에는 기존의 시편 표면이 침상 형태의 결정들로 완전히41(d)] NaClAp

덮였다 그 후 침상 형태를 갖는 결정들의 크기가 증가하여. 침적 일째7

시편 표면은 새로운 아파타이트 결정들이[Fig. 41(f)], NaClAp

차원의 형태로 생성된 것이 관찰되었다3 .

는 소결된 와 디스크를 각각 의사체액에Fig. 42 OHAp NaClAp

침적시킨 후 시간 경과에 따른 의사체액 내 칼슘 소듐 인(a) , (b) , (c)

및 염화 이온 농도와 용액의 측정 결과이다 시편의(d) (e) pH . OHAp

경우 용액 내 칼슘 인 소듐 및 염화 이온의 농도 및 는 일간의, , pH 7

침적 기간 동안 거의 변하지 않았다 이는 시편으로부터 용출되는.

이온의 양이 거의 없었음을 나타낸다 반면 시편의 경우 칼슘. NaClAp

이온 농도는 침적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증가하여 침적 후 일째에1

가장 높은 값을 나타냈으며 그 후 점차 감소했다 소듐 이온 농도의.

경우 와 마찬가지로 침적 시간 동안 거의 변화하지 않았다 인의OHAp .

농도는 침적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지속적으로 감소했다 반면 염화.

이온의 농도는 의사체액에서의 침적 일 간 지속적으로 증가7 했다.

용액의 는 침적 시부터 계속 증가하여 일째에 가장 높은 값을pH 1

나타낸 후 점차 감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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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39. FE-SEM images and corresponding elemental maps measured by
the EPMA of calcium, phosphorous, sodium, and chloride distributed in (a)
hydroxyapatite (OHAp) and (b) sodium, chloride-cosubstituted hydroxyapatite
(NaClAp) after sintering at 1100oC for 3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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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40. FE-SEM images (×5k) of the pure hydroxyapatite (OHAp) disks
after soaking in SBF for various time intervals (inlet micrographs are
detailed microstructures, ×20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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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41. FE-SEM images (×5k) of the sodium, chloride-cosubstituted
hydroxyapatite (NaClAp) disks after soaking in SBF for various time
intervals (inlet micrographs are detailed microstructures, ×20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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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소결된 시편들의 의사체액 침적 전과 침적 일 후 박막Fig. 43 7

분석을 통해 시편 표면을 상 분석한 결과이다 의 경우XRD . OHAp

시편의 의사체액 침적 전과 후 모두 고 결정성의 수산화아파타이트 상이

관찰된 반면 는 침적 전 관찰되었던 염화아파타이트 상이 침적NaClAp

후 저 결정성을 갖는 수산화아파타이트 상으로 전환됐으며 피크의

강도도 감소했다 이는 의사체액 침적 후 시편 표면에 저 결정성의.

탄산아파타이트가 새로 생성되었음을 나타낸다.

는 소결된 와 시편을 아파타이트가 생성되지Fig. 44 OHAp NaClAp

않는 조건인 완충용액에 각각 침적시킨 후 시간 경과에 따른 의사체액

내 칼슘 소듐 인 염화 이온 농도와 용액의(a) , (b) , (c) , (d) (e) pH

측정 결과이다 시편의 경우 의사체액 담지 실험과 마찬가지로. OHAp

칼슘 소듐 인 염화 이온의 농도 및 는 침적 기간 동안 거의 변하지, , , pH

않았다 이는 시편으로부터 용출되는 이온의 양이 거의 없었음을.

나타낸다 반면 의 경우 칼슘 염화 이온 농도 및 용액의 는. NaClAp , pH

침적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지속적으로 증가했다 반면 인의 이온.

농도는 시편과 마찬가지로 농도의 변화가 관찰되지 않았으며OHAp

소듐의 이온 농도는 침적 기간 동안 소량 증가했다.

는 소결 후 와 시편의 세포 증식 저해율을Fig. 45 OHAp NaClAp

평가 방법으로 측정한 결과이다 시편의 세포증식BCA . OHAp, NaClAp

저해율은 각각 이었으며 두 시편의 통계적1.41±0.12%, 2.54±0.21%

유의성을 확인하기 위해 독립 를 실시한 결과 측정값들 간에t-test ,

유의한 차이 (P 를 보이지 않았다> 0.05) .

은 동물 실험을 위해 제조한 과립의 주사전자 현미경Fig. 46 NaClAp

사진이다. 과립 역시 과립과 동일한 미세구조를OHAp NaClAp

나타냈다 사진 생략 과립( ). 의 입도분포는 이며 과립 제조425~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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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42. Changes in elemental concentrations of (a) calcium, (b) sodium
(c) phosphorous and (d) chloride, and changes in (e) pH in SBF after
soaking hydroxyapatite (OHAp) and sodium, chloride-cosubstituted
hydroxyapatite (NaClAp) for various time interva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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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43. TF-XRD measurements of (a) hydroxyapatite (OHAp) and (b)
sodium, chloride-cosubstituted hydroxyapatite (NaClAp) before and after
soaking in SBF for 1 week. : hydroxyapatite and : chlorine-bearing∆ ●
hydroxyapati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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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아파타이트 분말과 함께 첨가된 의 열 분해로 인해 생성된PEG

크기의 기공들이 관찰되었다30~150 .㎛

은 과립과 과립을 각각 가토의 두개골Fig. 47 OHAp NaClAp

결손부에 주 동안 식립한 후 조직을 배 와 와4 40 [Fig. 47(a) (b)]

배 와 에서 광학 현미경으로 관찰한 결과이다100 [Fig. 47(c) (d)] .

시편을 식립한 경우 와 식립된 아파타이트OHAp [Fig. 47(a) (c)],

과립들이 섬유 조직으로 대부분 둘러싸였으며 소량의 신생골이

간헐적으로 생성된 것이 관찰되었다 반면 시편을 식립한 경우. NaClAp

와 아파타이트 과립 주위로 다량의 신생골이[Fig. 47(b) (d)],

균일하게 생성된 것이 관찰되었다 상기 결과들에 대한 조직 형태학적.

계측 값을 에 나타냈다 식립한 과립이 전체 결함에서 차지하는Table 4 .

비율은 시편의 경우 이고 의 경우OHAp 42.9±3.1% NaClAp

로서 두 그룹 간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45.7±3.3%

않았다 (P 반면 결함 내 생성된 신생골의 면적은 의> 0.01). OHAp

경우 의 경우 이었으며 이 때 개재된6.8±0.9%, NaClAp 51.4±5.1%

섬유 조직의 면적은 의 경우 의 경우OHAp 50.3±5.3%, NaClAp

로서 두 그룹 간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나타냈다2.9±1.5% (P <

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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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44. Changes in elemental concentrations of (a) calcium, (b) sodium
(c) phosphorous and (d) chloride, and changes in (e) pH in Tris-buffer
solution after soaking hydroxyapatite (OHAp) and sodium,
chloride-cosubstituted hydroxyapatite (NaClAp) for various time interva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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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45. The cell growth inhibition rate of hydroxyapatite (OHAp) and
sodium, chloride-cosubstituted hydroxyapatite (NaClAp) accessed by BCA
assay in which it is not significantly different between the three groups (P
> 0.05). The bar represents the standard deviation of five sampl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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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46. FE-SEM image of as-sintered sodium, chloride-cosubstituted
hydroxyapatite (NaClAp) granule before implant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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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47. Optical microscopic images of whole defects and detailed images
of hydroxyapatite [OHAp, (a) original magnification ×40 and (c) original
magnification ×100] and sodium, chloride-cosubstituted hydroxyapatite
granules [NaClAp, (b) original magnification ×40 and (d) original
magnification ×100] at 4 weeks after implantation into calvarial defects of
New Zealand white rabbits. (Rapid Bone Stain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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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4. Histomorphometric analyses of hydroxyapatite (OHAp) and sodium,
chloride-cosubstituted hydroxyapatite (NaClAp) granules 4 weeks after
implantation in calvarial defects of New Zealand white rabbits

* Significant difference between the two groups after 4 weeks (P < 0.01).

　Group Implanted
Granules (%)

Regenerated
Bone (%)

Soft
Tissue (%)

OHAp 42.9 ± 3.1 6.8± 0.9 50.3 ± 5.3

NaClAp 45.7 ± 3.3 51.4 ± 5.1* 2.9 ±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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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찰4.

수산화아파타이트의 생체활성 및 골 전도도 향상을 위한 방법으로

아파타이트 구조를 최대한 불안정하게 하기 위해 소듐과 염화 이온이

함께 치환된 수산화아파타이트를 제조했다 수산화아파타이트는 구조의.

특성상 다른 이온들로의 치환이 용이하며 이를 통해 수산화아파타이트가

가진 본래의 물성을 생체재료에 적합하도록 개선할 수 있다 본 실험은.

이온 치환을 통해 화학양론 조성의 수산화아파타이트 구조를 인위적으로

불안정하게 만들어 를 증가시킴으로써total structure energy 81

수산화아파타이트의 용해도를 증가시키고자했다 이를 위해 소듐과 염화.

이온을 각각 아파타이트 구조의 칼슘 수산화기 자리에 치환시켰다, .

화학양론 조성의 수산화아파타이트 와 소듐 및 염화(OHAp) 이온이

치환된 수산화아파타이트 시편을 제조한 후 각각의 용해특성(NaClAp) ,

생체활성 및 골 전도도를 비교 분석했다 소듐 및 염화. 이온을 포함하는

수산화아파타이트 분말은 침전법을 이용하여 합성했으며 XRD (Fig.

와 분석 결과 저 결정성의 아파타이트 상이34) FT-IR (Fig. 35)

생성됐음을 확인했다 이 때 의 화학식은 합성 시 첨가한. , NaClAp

출발염의 양과 반응 시 전하의 보상기전을 근거로 계산할 수 있었다.

즉 수산화아파타이트의 칼슘 자리에 소듐 이온이 치환되면서 발생하는,

만큼의 전하 차이를 보상하기 위해 인산기+0.3 자리에 탄산기가

소듐의 치환양만큼 치환된다.64 따라서 합성된 는 소듐 이온과NaClAp

함께 탄산기가 인산기 자리에 일부 치환된 구조로서 다음 식 과(1) 같이

표현되며 분석 결과FT-IR (Fig. 35) , OH··· 피크는 관찰되지 않았다Cl .

이를 통해 염화 이온은 치환되지 않은 상태의 분말임을 알 수 있다.

(1)

이에 대한 의 전하 보상 기전은 다음 식 와 같이 요약된다NaClAp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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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소결 후 두 시편의 그리고 분석 결과XRD, FT-IR EPMA (Fig. 37,

시편의 경우 수산화아파타이트 상을 시편의38, 39), OHAp , NaClAp

경우 염화아파타이트 상을 각각 확인했으며 이를 통해 아파타이트 구조

내 염화 이온의 치환이 고온의 환경에서 이루어짐을 알 수 있다 또한. ,

결과 소결 후 시편에서는 시편에FT-IR (Fig. 38), NaClAp OHAp

없는 OH···Cl68 및 tail to tail (HO:OH)62 그리고 Ca3-O63 작용기들이

관찰되었는데 이를 통해 소결 후 변형된 의 구조를 예측할 수NaClAp

있었다 소결 전 아파타이트 구조에 치환되었던 탄산기는 소결 과정 중.

열 분해되면서 그 자리에 를 생성한다 이 과정에서vacancy . +1.2

만큼의 전하 차이가 발생하는데 이를 보상하기 위해 수산화기 자리에서

탄산기의 두 배 만큼에 해당하는 수소 이온이 분해되고 그 자리에

를 추가적으로 생성한다 따라서 소결 후 의 화학식은vacancy . NaClAp

아래 식 과 같이 표현된다(3) .

(3)

: CO3 이온 자리의 vacancy

이온 자리의: H vacancy

이에 대한 아파타이트 구조 내 전하 보상 기전은 다음 식 와 같이(4)

요약된다.

(4)

탄산기의 열 분해로 인한 상기 보상기전 과정은 구조 내NaClAp

원자들을 재정렬시키며 이에 대한 과정은 로 설명할 수 있다Fig. 48 .

소결 후 와 이온 배열이 변형된 는 육방정계의 구조로서OHAp NaClAp

과 같이Fig. 48 OH- 또는 O2- 그리고 Cl- 이온이 축 방향과 평행하게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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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열되어있다 는. OHAp OH- 이온이 규칙적으로 배열되어 있으나

의 경우NaClAp Cl- 이온의 치환 및 Na+의 치환에 따른 전하 보상

기전에 의해 OH-, O2- 그리고 Cl- 이온이 축 방향으로 정렬되며 본래c

에서의OHAp ···OH OH OH···의 연속 배열은 에서 와NaClAp OH

과의 수소결합에 의해Cl OH··· 및 그리고Cl tail to tail (HO:OH)

Ca3 에 해당하는 새로운 배열을 이루게 되고 이는 결과-O FT-IR (Fig.

로 확인되었다38) .

Figure 48. Side view of the (OH-, O2-, Cl-) chain in the apatite structures.

한편 시편에서 소듐 및 염화 이온이 아파타이트 입자 내NaClAp

치환된 형태로 존재하는지 아파타이트 상과 독립적인 염의 형태로,

존재하는 지에 대한 검증을 위해 분석 을EPMA mapping (Fig. 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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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했다 그 결과 칼슘 인과 마찬가지로 소듐 및 염소 역시 시편의. ,

특정 부분이 아닌 전 영역에서 균일하게 분포했으며 이를 통해 소듐과

염소가 아파타이트 구조 내 균일하게 치환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소결 후 는 보다 향상된 생체활성을 보였다NaClAp OHAp (Fig. 40,

이는 의사체액에 각각의 시편을 일정 기간 담지 후41, 43). OHAp

시편 표면에는 새로운 저 결정성 탄산아파타이트 결정 생성이 관찰되지

않은 반면 시편 표면에는 침적 시간 만에 작은NaClAp 3 [Fig. 40(a)]

아파타이트 결정들이 생성되기 시작했으며 침적 일째1 [Fig.

에는 기존의 시편 표면이 침상 형태의 저 결정성40(d)]

탄산아파타이트로 완전히 덮인 것으로 설명할 수 있다 가. NaClAp

보다 의사체액 중에서 더 빨리 용해되면서 칼슘 인산 및OHAp ,

수산화기 이온을 더 잘 유리함을 및 측정 결과ICP-AES pH (Fig.

로부터 확인할 수 있었으며 용액 내 아파타이트에 대한42)

이온화활동도적을 증가시킴으로써 저 결정성 탄산아파타이트의 생성을

유발한 것으로 생각된다 두 시편의 용해특성을 자세히 관찰하기 위해.

아파타이트가 생성되지 않는 조건의 완충용액에 두 시편을 침적한 후

용액의 이온 농도 및 변화를 관찰했다 시편의pH (Fig. 44). NaClAp

경우 칼슘 소듐 염소 및 수산화기 이온이 침적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

지속적으로 유리되는 것이 관찰된 반면 의 경우 거의 용해되지OHAp

않았다.

두 시편의 세포 증식 저해율을 평가 방법으로 측정한 결과 반응BCA

개시시의 대조군과 각각의 아파타이트 시편들의 측정값들 간에 유의한

차이 (P 를 보이지 않았다 이를 통해 의> 0.05) (Fig. 45). NaClAp

향상된 용해 특성으로 인한 세포의 증식 저해는 발생하지 않는 것으로

생각된다.



- 115 -

시편의 골 전도도 평가를 위해 가토의 두개골 결손부에 두 시편을

각각 식립한 결과 의 경우 다량의 신생골이 과립 표면에, NaClAp

생성되었으며 를 식립한 경우에 비해 더욱 더 성숙된 골 조직OHAp

양상과 증가된 골의 양을 나타냈다 이처럼 가 우수한 골. NaClAp

전도도를 나타낸 것은 염화아파타이트의 연구 결과를 볼 때68,81 이온,

치환에 따라 아파타이트의 증가에 의한 것으로total system energy

추측된다.

이상의 결과로부터 는 소듐과 염화 이온이 수산화아파타이트NaClAp

구조의 칼슘과 수산화기 자리에 각각 치환됨으로써 아파타이트 구조를

불안정하게 만들고 이것이 아파타이트의 용해특성을 향상시켰을 것으로

생각된다 용해특성의 증가는 체 내에서 저 결정성 탄산아파타이트.

생성에 필요한 칼슘 인산 및 수산화기 이온들을 더 많이 유리토록 하고,

이는 다시 의 우수한 생체활성 및 골 전도능력으로 나타난NaClAp

것으로 생각된다 따라서 새로이 합성된 소듐 및 염화 이온이 함께.

치환된 아파타이트 과립은 골 충진재로 응용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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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5.

수산화아파타이트의 낮은 생체활성 및 골 전도도 향상을 위해

아파타이트 구조 중 소듐 및 염화 이온이 함께 치환된

수산화아파타이트를 제조했다 소듐 및 염화 이온의 치환은 기존 소듐.

또는 염소만 치환되었을 때 보다 더욱 큰 용해 특성을 야기했다.

를 의사체액 중에 침적하였을 때 시간 이내 시편 표면에 저NaClAp 3

결정성 탄산아파타이트가 형성되는 생체활성을 보였으며 가토의 두개골

결손 부 식립 실험 시 우수한 골 전도능력을 보여주었다 이는.

가 새로운 골의 형성에 필요한 칼슘 인산 및 수산화기 이온을NaClAp ,

잘 유리함으로써 아파타이트에 대한 용해도적을 증가시키게 되어

생체활성 및 골 전도도가 향상된 것으로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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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산아파타이트 구조 내 탄산기의 제거에.Ⅵ

의한 생체활성 및 골 전도도 평가

서론1.

수산화아파타이트는 인체 경조직의 주요 무기 성분으로서 정형외과,

치과 등의 의료분야에서 골 충진재로 널리 사용되고 있다.3-5 하지만

실제 임상에서의 사용 시 환자의 골 결손 부위에 식립 후 자가골과

결합하기까지 많은 시간이 요구될 뿐만 아니라 골 충진재 주변으로

새로운 골의 생성이 어려워 임상적 적용이 힘들다.12-14 이것은 골

충진재로 사용되는 기존 수산화아파타이트가 고 결정성의 순수한

수산화아파타이트로서 체 내에서 용해도가 매우 낮아 충분한 골

전도도가 발현되지 못하기 때문이다.82-84 이의 해결 방안으로서

탄산아파타이트에 관한 연구가 많이 진행되었다.85-93 특히 인체

경조직을 구성하는 아파타이트는 순수한 수산화아파타이트가 아닌

탄산기가 치환된 탄산아파타이트3~8wt% 94-96라는 사실에 근거하여

뼈에 존재하는 아파타이트와 유사한 저 결정성 탄산아파타이트를 모방,

재현해 내고자 하는 많은 실험이 진행되었다.85-93

인공적인 합성법을 통해 제조된 수산화아파타이트는 대부분 탄산기가

소량 치환된 아파타이트이지만 높은 온도에서 소결 과정을 거치면서

탄산기가 아파타이트 구조로부터 열분해 제거됨으로써 고 결정성을,

갖는 수산화아파타이트 상으로 전환된다 이를 억제하기 위해. Ellies

등97은 CO2 가스 분위기에서 탄산아파타이트를 소결함으로써 탄산기의

열분해를 억제할 수 있었지만 고온에 의한 아파타이트 입자의 결정도

증가와 입 성장은 억제할 수 없었다.



- 118 -

염화 이온이 치환된 아파타이트의 용해도 및 생체활성 그리고 골

전도도의 향상 원인은 염화 이온이 아파타이트 구조 내에 치환됨으로써

아파타이트 구조가 불안정해졌기 때문이며 이를 ab initio density

이론을 근거로 하여 아파타이트 구조 내 생성된functional plane-wave

결함들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었다.68, 81 즉 열역학적인 관점에서,

볼 때 소듐 또는 염화 이온이 수산화아파타이트의 격자 내에 치환되면

아파타이트 구조와 구성 원자들 간의 결합 에너지가 증가하는데 이는

아파타이트 구조로부터 칼슘 인산 및 수산화기 이온의 용출을 쉽게,

함으로써 수산화아파타이트의 생체활성 및 골 전도도가 향상될 수

있었다.

탄산기가 치환된 수산화아파타이트의 구조 에너지 역시 등Astala 98과

등Rabone 99이 법을 이용하여 측정한density functional theory (DFT)

결과 수산화아파타이트에 비해 증가했으며 등Gibson 90은

의사체액에서의 시편 담지 실험을 통해 탄산아파타이트의 생체활성이

수산화아파타이트에 비해 향상되었음을 보고했다 또한 등. Ellies 92과

Nordströ 등m 93은 동물실험을 통해 탄산아파타이트의 향상된 골

전도도를 보고했다.

하지만 아직까지 탄산아파타이트 구조로부터 탄산기를 제거하여

생성된 결함으로 인한 아파타이트의 생체활성 및 골 전도도의 변화에

관한 연구 결과는 보고된 바 없다 따라서 본 연구는 상기 구조적인.

관점에 근거하여 수산화아파타이트 구조에 다량의 탄산기를 인위적으로

치환시킨 후 다시 소결 과정을 통해 탄산기를 제거함으로써 아파타이트

구조 내 다량의 결함을 생성 아파타이트 구조를 불안정하게 만들어,

생체활성을 향상시키고자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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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험방법2.

분말 합성2.1.

침전법으로 수산화아파타이트 분말을 합성했다 이를 위해 탄산칼슘.

(CaCO3 을, Wako) 1050o 에서 시간 하소하여 얻어진 수산화칼슘C 3

[Ca(OH)2 을 증류수에 가하여 의 칼슘 현탁액을] 0.377mole 1.0M

준비했고 인산 (H3PO4 을 증류수에 가하여, 85%, Aldrich) 0.226mole

의 인산 수용액을 준비1.0M 했다 그 후 가스 분위기의 둥근 유리. Ar

플라스크에서 칼슘 현탁액을 고속 교반하면서 소결 후 수산화아파타이트

단일상이 되도록 인산 수용액을 천천히 적하 반응시켰다.

탄산기가 포함된 수산화아파타이트 분말 또한 상기 침전법에 준하여

제조했다 이 때 아파타이트 구조 내 탄산기의 치환을 위해. , CO2 가스

분위기에서 분말 합성을 진행했으며 소결 후 최종 수산화아파타이트

단일상이 될 때까지 인산 수용액을 천천히 적하 반응 시켰다.

위 두 조건에서 준비한 현탁액들은 각각의 Ar, CO2 가스 분위기에서

하루 동안 숙성시킨 다음 흡입 여과기와 여과지를 사용하여 침전물만을

거른 후 증류수로 세척하는 과정을 수차례 반복하여 아파타이트

케이크를 제조했다 케이크는. 80o 에서 시간 동안 건조한 후 분쇄한C 24

다음 체 가름하여 이하의 분말을 얻었다 이때 과75 . Ar CO㎛ 2 가스

분위기에서 합성한 분말 시편은 각각 OHAp-Ar, OHAp-CO2로

명칭했다.

세포 증식 저해능 시험 및 생체활성 평가를 위해 OHAp-Ar,

OHAp-CO2 분말을 각각 몰드에 충진한 후 로 압축 직경20MPa ,

두께 의 디스크 형태로 제작15mm, 2mm 했다 그 후 전기로에서.

1100o 까지C 5o 로 승온시킨 다음 시간 소결C/min 3 했다.

골 전도도 평가를 위해 및OHAp-Ar OHAp-CO2 과립을 표면 요철

구조로 각각 제작했으며 요철 형성을 위해 폴리에틸렌글리콜 (PE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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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아파타이트 분말과 함께 혼합Mw 10000, Aldrich) 했다 초기.

입도분포가 불규칙한 과립은 아파타이트 분말과 혼합하기 전PEG

분쇄하여 각각 와 를 갖도록 체 가름75 212 212 425∼ ㎛ ∼ ㎛ 했다 그 후.

아파타이트 분말과 의 크기 범위를 갖는75 212 , 212 425∼ ㎛ ∼ ㎛

를 각각 의 무게비로 혼합하여 몰드에 충진한 후 로PEG 3: 1: 1 20MPa

압축 원기둥 형태로 제작, 했다 그 후. 1100o 까지C 5o 로 승온한 후C/min

시간 소결3 했다 소결 후 시편은 분쇄한 후 체 가름하여 의. 425 600∼ ㎛

크기 범위를 갖는 아파타이트 과립을 제작했다.

생체활성 실험2.2.

각 시편들의 생체활성 평가를 위해 의사체액에 디스크 형태로 제작한

시편을 침적 시킨 후 시편 표면에 저 결정성 탄산아파타이트의 생성

여부를 관찰했다 의사체액은. NaCl, NaHCO3, KCl, K2HPO3·3H2O,

MgCl2·6H2O, CaCl2, Na2SO4를 Na+ 142, K+ 5.0, Mg2+ 1.5, Ca2+

2.5, Cl- 147.8, HCO- 4.2, HPO2- 1.0, SO4
2- 의 농도로0.5 mM

증류수에 용해시켜 제조했으며 tris-buffer solution

[tris(hydroxymethyl) aminomethane, H2NC(CH2OH)3 과 의] 1N HCl

용액을 가하여 36.5o 에서 용액의 를 로 조절했다C pH 7.25 .55 각각의

시편들은 36.5o 의사체액에 시간 일 동안 담지했다C 1, 3, 6, 9 , 1, 3, 7 .

일정 시간이 경과한 후 의사체액에서 꺼낸 시편은 수차례 증류수로

세척한 다음 상온에서 건조했다.

용해특성 실험2.3.

각 시편들의 용해특성 평가는 디스크 형태로 제작한 시편을

아파타이트가 생성되지 않는 조건의 완충용액에 담지한 후 시편으로부터

용출된 용액 내 이온들의 농도 및 측정을 통하여 수행했다pH .



- 121 -

완충용액은 36.5o 에서 과 의 용액을C tris-buffer solution 1N HCl

증류수에 가하여 를 로 조절하여 제조했다 각각의 시편들은pH 7.25 .

36.5o 완충용액에 시간 일 동안 담지한 후 시편을C 1, 3, 6, 9 , 1, 3, 7

제거한 다음 아파타이트 시편으로부터 용출된 용액 내 이온 농도를

분석했다.

특성 분석2.4.

각 시편들의 미세구조는 방사 전계형 주사전자 현미경 (FE-SEM;

으로 관찰했다 시편의 입자 크기 분석은S-4700, Hitachi) . image

를 사용했으며 시편 당 개 이상의analyzer (Image J, NIH) 1,000

입자를 측정한 후 그 값들의 평균과 표준편차 값을 나타냈다 공정.

단계별 결정도와 결정상은 선 회절분광 장치X- (XRD; D8 Discover,

를 사용하여 에서 의 조건으로Bruker) powder mode 40kV, 40mA

분석했다 이때 는. step size 0.01o이며 로 진행하여0.5sec/step

25 40∼ o의 범위를 분석했다 각 시편들의 격자 상수는 소결한2 .θ

분말의 선 회절데이터를 수집하여 리트벨트 정련 방법을X- (Rietveld)

통해 프로그램으로 측정했다TOPAS .56 정련은 등Kay 57이 보고한

아파타이트 결정 구조를 기반으로 P63/m 공간군에서 진행했다.

공정단계에 따른 시편들의 작용기 분석은 분광장치FT-IR (FT-IR;

를 사용했고Spectrum 100, Perkin Elmer) 4cm-1의 분해능으로

시편을 번 하여 얻어진 누적 값으로 나타냈다 시편은 미분250 scan .

상태의 시편과 시편 대비 배 무게의 을 혼합하여 제작한 후250 KBr

측정했으며 는 순수한 을 측정한 값으로background noise KBr

보정했다 합성된 분말 중 포함된 탄소의 정량분석은 원소분석 장치.

(EA; EA Flash 1112, 를 사용하여Thermoquest) 1150o 에서C

진행했다 생체활성 및 용해특성 실험 시 반응 용액들에 대한 정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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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량분석은 inductively coupled plasma-atomic emission

로spectroscopy (ICP-AES; Optima-4300 DV, Perkin Elmer)

진행했으며 용액의 는 를 사용하여pH pH meter (EX-20, Horiba)

시편 당 총 개를 측정한 후 그 값들의 평균과 표준편차 값을 나타냈다5 .

세포 증식 저해능 시험2.5.

세포 증식 저해능 시험은 ISO 10993-5, 12 Test for Cytotoxicity:

에 근거하여 수행Elution Test Standard 했다 각 시편들의 추출액을 함.

유한 세포배양액에서 세포를 배양할 때 시편의 추출액이 세포의 증식 및

억제에 미치는 영향을 관찰했다 추출액은 각각의 시편을 당 의. 1g 30ml

증류수에 담지한 후 항온조에서 시간 진탕하여 준비37 72℃ 했다 그 후.

대조 배양액과 처리 배양액은 각각 증류수와 상기 준비한 추출액을 배2

농도의 배양액 과 동량 혼합한 후 세포주(EMEM, Lonza) MC3T3-E1

를(CRL-3593, ATCC) 5×104 세포 수로 각각 분취하여 준비cell/ml

했다.

반응 개시 시의 대조군은 대조 배양액에서 세포를 제거하기 위해 원심

분리했으며 그 후 배양액을 에서 보존4℃ 했다 시간 대조군 및 시. 72 72

간 처리군은 각각 대조 배양액과 처리 배양액을 24-well culture flask

로 옮긴 다음 의 탄산가스 배양장치(Nunclon surface, Nunc) 37 5%℃

에서 시간 동안 세포를 배양한 후 인산(Nu-4750, Nuaire) 72 pH 7.4

완충 생리식염수로 재 현탁하는 과정을 반복하여 처리한 후 에서 보4℃

존했다.

각 군의 총 단백질 함량은 세포를 로 파괴한 후 각각lysis buffer

에96-well plate (Microtest, BD-Falcon) 200μ 분취한 다음l BCA

을 이용하여assay kit (BCA protein assay kit, Thermo) ELISA

의 파장에서 흡광도를plate reader (Bio rad-550, Bio rad) 560n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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측정했다 결과 값은 세포에 대한 증식 저해율로 나타냈으며 다음과 같.

이 산출했다.58

100
흡광도) 평균 대조군 개시시 (반응흡광도) 평균 대조군 (72시간

흡광도) 평균 대조군 개시시 (반응흡광도) 평균 처리군 (72시간
1(%) 저해율 증식 세포 ×⎥

⎦

⎤
⎢
⎣

⎡
−
−

−=

본 연구의 모든 결과는 회 반복 실험에 대한 평균 표준편차5 (mean)±

로 나타냈으며 통계 분석은(standard deviation; SD) SPSS v.19.0

를 이용했으며software package (SPSS/PC Inc.) Student’s 로t-test

통계적 유의성을 검정했다.

골 전도도 실험2.6.

실험2.6.1 In vivo

골 전도도 실험은 뉴질랜드산 백색 웅성 가토 를(2 2.5kg)∼

사용했으며 졸레틸 과 럼푼(10mg/kg, Vibac) (0.15ml/kg, Bayer

을 혼합 후 주사하여 마취하고 두부의 정수리 부분을 제모Korea) , ,

포타딘으로 소독한 후 리도카인 유한양행 으로 국소 마취를2% ( )

추가로 실시했다 소독된 두피의 정중선을 따라서 가량 절개한 후. 3cm ,

골막을 박리하여 두개골을 노출시켰다 외경 의. 9mm trephine bur

오성 를 사용하여 좌우의 측두골에 대칭으로 개의 원형 골 결손부를( ) 2

형성했다 이 때 두개골의 열 손상 방지를 위해 식염수로 충분히 관주. ,

했으며 두개골 하방의 뇌막에 손상을 주지 않도록 주의했다 원형의 골, .

결손부에 OHAp-Ar, OHAp-CO2 과립을 각각 식립한 후 골막과

두피를 흡수성 봉합사 와 수술용 실크(Surgifit 3-0, Ailee) (Black

로 각각 봉합한 후 항생제 종근당 를 일silk 3-0, Ailee) (Cefazolin, ) 3

간 주사했다 수술 주 후 마리의 가토를. 4 , 8 CO2 에서chamber

희생했으며 아파타이트 과립이 이식된 두개부의 조직을 수거했다 그 후.

이를 포르말린 용액에 넣어 주일 동안 고정 후10% 1 70%, 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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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탄올에 각각 일 동안 담지하여 탈수 처리를 한 다음 비95%, 100% 3

탈회 표본을 제작했다 포매는. technovit resin (Technovit-7200,

을 사용했으며Hereaus Kuzer) cutting system (Secotom-15,

을 사용하여 의 두께로 표본을 차 절단한 후Struers) 80 1 polishing㎛

으로 연마하여 두께가 약 인system (Tegrapol-35, Struers) 30㎛

조직 표본을 제작했다 그 후 표본은. Sanderson’s Rapid Bone Stain

으로 염색 후 으로 대비 염색했으며(Surgipath, Richmond) Van Gieson

광학 현미경 으로 조직학적 관찰을(Olympus BX51, Olympus Optical)

실시했다 조직 계측학적 분석은 계측 프로그램 을. (Image J, NIH)

이용하여 섬유 조직과 신생골이 형성된 영역을 각각 지정하여 전체 결손

면적 대비 백분율로 계산했다.

통계 분석2.6.2

통계 분석은 를SPSS v.19.0 software package (SPSS/PC Inc.)

이용하여 Student’s 로 통계적 유의성을 검정했으며 결과 값은t-test

평균 표준편차 로 나타냈다(mean)± (standard deviation; SD) .

동물실험 윤리2.6.3

모든 실험동물은 의Institute of Laboratory Animal Resources

‘Guide for the Care and Use of Laboratory Animal’(1996,

에 준하여 취급했으며 동물실험은 서울대학교 수의과대학USA)

동물실험 윤리위원회 (Institutional Animal Care and Use

의 승인 하에 수행했다 승인번호Committee) . ( ; SNU-1202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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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험결과3.

는 와Fig. 49 OHAp-Ar OHAp-CO2 시편의 를 통한 상 분석XRD

결과이다 두 시편 모두 수산화아파타이트의 주 피크가 나타나는. 2θ

값인 부근에서 폭이 넓은 피크가 관찰되었으며31.8° 32.2°, 33°

이를 통해 생성된 분말은 저 결정성을 갖는 아파타이트임을 알 수 있다.

OHAp-CO2의 경우 아파타이트 피크와 함께 에서 탄산칼슘29.4°

(CaCO3 에 해당하는 피크가 추가로 관찰되었다 따라서) . OHAp-CO2는

저 결정성의 아파타이트 상과 탄산칼슘이 혼합된 형태로 존재함을

확인하였다.

은 합성된Fig. 50 OHAp-Ar, OHAp-CO2 시편과 더불어 순수한

CaCO3 분말의 흡수스펙트럼을 통한 각각의 작용기 분석FT-IR

결과이다 의 경우. OHAp-Ar 1087cm-1, 1039cm-1에서 PO4의 υ3,

601cm-1, 571cm-1에서 υ4, 962cm-1에서 υ1, 469cm-1에서 υ2

피크가 관찰되었으며 3572cm-1, 630cm-1에서 각각 낮은 피크의

강도를 갖는 의 흡수 피크가 각각 관찰되었다OH stretch, libration .22

또한, 1633cm-1, 3433cm-1에서 H2 에 해당하는 흡수 피크가O

확인되었다.59,60 이와 함께 1454cm-1, 1422cm-1에서 υ3에 해당하는

CO3 그리고, 874cm-1에서 CO3의 υ2 피크가 소량 관찰되었는데 이는

아파타이트의 합성 과정 중 증류수에 포함된 CO2가 일부 아파타이트

구조로 치환된 것으로 생각된다. OHAp-CO2 시편의 경우 상기

시편에서 관찰된 피크들과 더불어OHAp-Ar 712cm-1 영역에서

CO3의 υ3 피크가 추가로 관찰되었다 두 시편의. CO3 피크의 강도를

비교한 결과 OHAp-CO2 시편에서 더 강한 피크의 강도가 관찰되었다.

를 통해 시편 내 존재하는 탄소를 정량 분석한 결과 에서EA OHAp-Ar

1.15±0.01wt%, OHAp-CO2에서 6.80± 의0.01wt% CO2가 각각

검출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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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49. XRD patterns of as-synthesized OHAp-Ar and OHAp-CO2
powders. : hydroxyapatite and : calcit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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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50. FT-IR spectra of as-synthesized OHAp-Ar, OHAp-CO2 specimens
and CaCO3 powd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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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과Fig. 51 (a) OHAp-Ar (b) OHAp-CO2 시편을 각각 디스크

형태로 제작 후 1100o 에서 시간 동안 소결한 다음 소결체의C 3

미세조직을 주사전자 현미경으로 관찰한 결과이다 와. OHAp-Ar

OHAp-CO2 시편의 평균 입자 크기는 각각 0.33±0.15 ,㎛

를 나타냈다0.31±0.12 .㎛

는 과Fig. 52 OHAp-Ar OHAp-CO2 시편을 1100o 에서 시간 동안C 3

소결 후 를 통한 상 분석 결과이다 두 시편 모두 소결 전에 비해XRD .

결정성이 증가한 수산화아파타이트 단일 상이 관찰되었으며

OHAp-CO2 시편의 경우 소결 전 아파타이트 상과 함께 관찰되었던

CaCO3 상은 더 이상 관찰되지 않았다.

은 과Fig. 53 OHAp-Ar OHAp-CO2 시편을 1100o 에서 시간 동안C 3

소결한 후 흡수 스펙트럼을 통해 작용기를 분석한 결과이다 두FT-IR .

시편 모두 소결 전에 관찰되었던 PO4의 υ3 피크가 1087cm-1,

1039cm-1에서, υ4 피크가 601cm-1, 571cm-1에서, υ1 피크가

962cm-1에서, υ2 피크가 469cm-1에서 관찰되었으며 H2 의 흡수O

피크가 3433cm-1에서 관찰되었다.22 소결 전 3572cm-1, 630cm-1에서

관찰된 피크의 강도는 소결 후 증가했으며OH CO3의 피크

(1454cm-1, 1422cm-1, 874cm-1 는 소결 후 더 이상 관찰되지)

않았다 이와 함께. OHAp-CO2 시편의 경우 433cm-1 영역에서

Ca3-O63에 해당하는 새로운 피크가 관찰되었다.

는 소결된 디스크를 의사체액에 침적시킨 후 시간Fig. 54 OHAp-Ar

경과에 따른 시편 표면의 미세조직을 주사전자 현미경을 통해 저배율

(× 과 고배율5k) (× 에서 관찰한 결과이다 의사체액에서의 침적30k) .

일 동안 시편 표면의 미세조직 변화는 관찰되지 않았다7 .

는 소결된Fig. 55 OHAp-CO2 디스크를 의사체액에 침적시킨 후

시간 경과에 따른 시편 표면의 미세조직을 주사전자 현미경을 통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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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51. FE-SEM images of (a) OHAp-Ar and (b) OHAp-CO2 disks after
sintering at 1100oC for 3h at a heating rate of 5oC/min.



- 130 -

Figure 52. XRD patterns of OHAp-Ar and OHAp-CO2 after sintering at
1100oC for 3h at a heating rate of 5oC/min, : hydroxyapati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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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53. FT-IR spectra of OHAp-Ar and OHAp-CO2 after sintering at
1100oC for 3h at a heating rate of 5oC/m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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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배율 (× 과 고배율5k) (× 에서 관찰한 결과이다 침적 시간째30k) . 3

시편 표면에 작[Fig. 55(a)], 은 결정들이 생성되기 시작했으며 침적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결정의 생성 양이 점차 증가하여 침적 일째1

에는 기존의[Fig. 55(d)] OHAp-CO2 시편 표면이 침상 형태의

결정들로 완전히 덮였으며 침적 일째 에는 판상 형태의3 [Fig. 55(e)]

결정들이 생성되기 시작하여 침적 일째 그 크기가 더욱7 [Fig. 55(f)],

증가했다.

은 소결된 과Fig. 56 OHAp-Ar OHAp-CO2 디스크를 각각

의사체액에 침적시킨 후 시간 경과에 따른 의사체액 내 칼슘(a) , (b)

인의 이온 농도와 용액의 를 계산한 결과이다(c) pH . OHAp-Ar

시편의 경우 용액 내 칼슘 인의 이온 농도 및 는 일 간의 침적, pH 7

기간 동안 거의 변하지 않았다 이는 시편으로부터 용출되는 이온의.

양이 거의 없었음을 나타낸다 반면. OHAp-CO2 시편의 경우 칼슘 이온

농도는 침적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증가하여 침적 후 일째에 가장 높은1

값을 나타냈으며 그 후 감소하여 침적 일째 최종 을 나타냈다7 2.39mM .

인 이온의 농도는 침적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소폭 증가한 후

지속적으로 감소하여 침적 일째에 을 나타냈다 용액의 는7 0.81mM . pH

침적 시부터 계속 증가하여 일째에 가장 높은 값인 를 나타낸1 pH 7.32

후 점차 감소하여 침적 일째 을 나타냈다7 pH 7.27 .

은 시편을 의사체액에 침적시킨 후 시간 경과에Fig. 57 OHAp-Ar

따른 시편 표면을 박막 를 통해 상 분석한 결과이다 침적 전XRD .

관찰되었던 고 결정성의 수산화아파타이트 상이 침적 일 동안 그대로7

유지되었다.

은Fig. 58 OHAp-CO2 시편을 의사체액에 침적시킨 후 시간 경과에

따른 시편 표면을 박막 를 통해 상 분석한 결과이다 침적 전XR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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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54. FE-SEM images (×5k) of the pure hydroxyapatite OHAp-Ar disks
after soaking in SBF for various time intervals (inlet micrographs are
detailed microstructures, ×30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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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55. FE-SEM images (×5k) of the pure hydroxyapatite OHAp-CO2
disks after soaking in SBF for various time intervals (inlet micrographs are
detailed microstructures, ×30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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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56. Changes in elemental concentrations of (a) calcium, (b)
phosphorous, and changes in (c) pH in SBF after soaking OHAp-Ar and
OHAp-CO2 for various time interva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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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57. TF-XRD patterns of OHAp-Ar disks before and after soaking in
SBF for various time intervals. : hydroxyapati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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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58. TF-XRD patterns of OHAp-CO2 disks before and after soaking in
SBF for various time intervals. : hydroxyapatite, :octacalcium phosphat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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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찰되었던 고 결정성의 수산화아파타이트 상의 피크 강도는 침적

일째까지 점차 감소했으며 침적1 3일 째부터 육인산칼슘 상이(OCP)

새로 관찰되었다 침적 일째 상의 피크 강도는 더욱 증가했으며. 7 , OCP

상대적으로 의 피크 강도는 감소했다OHAp .

는 소결된 와Fig. 59 OHAp-Ar OHAp-CO2 시편을 각각

아파타이트가 생성되지 않는 조건의 완충용액에 침적시킨 후 시간

경과에 따른 용액 내 칼슘 인의 농도 및 용액의 를(a) , (b) (c) pH

측정한 결과이다 의 경우 의사체액에서의 담지 실험과. OHAp-Ar

마찬가지로 칼슘 인의 이온 농도 및 변화가 침적 기간 동안 거의, pH

관찰되지 않았다 이는 시편으로부터 용출되는 이온의 양이 거의.

없었음을 나타낸다 반면. OHAp-CO2의 경우 칼슘 이온 농도는 침적

시간의 경과함에 따라 지속적으로 증가했으며 인의 이온 농도는 거의

변하지 않았다 또한 용액의 역시 침적 시부터 지속적으로 증가했다. pH .

은 소결된 와Fig. 60 OHAp-Ar OHAp-CO2 시편의 세포 증식

저해율을 평가 방법으로 측정한 결과이다 와BCA . OHAp-Ar

OHAp-CO2 시편의 세포 증식 저해율은 각각 1.27±0.14%,

이었으며 두 시편의 통계적 유의성을 확인하기 위해 독립1.69±0.12%

를 실시한 결과 측정값들 간에 유의한 차이t-test (P 를 보이지> 0.05)

않았다.

은 동물실험을 위해 제조한Fig. 61 OHAp-CO2 과립의 주사전자

현미경 사진이다 과립 역시. OHAp-Ar OHAp-CO2 과립과 동일한

미세구조를 나타냈다 사진 생략 과립은 의 입도분포를( ). 425~600㎛

갖고 있으며 과립 제조 시 아파타이트 분말과 함께 첨가된 의 열PEG

분해로 인해 생성된 의 기공들이 관찰되었다30~150 .㎛

는 과립과Fig. 62 OHAp-Ar OHAp-CO2 과립을 각각 가토의 두개골

결손부에 주 동안 식립한 후 조직을 배 와 및4 40 [Fig. 62(a) (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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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59. Changes in elemental concentrations of (a) calcium, (b)
phosphorous, and (c) pH in Tris-buffer solution after soaking OHAp-Ar and
OHAp-CO2 disks for various time interva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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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60. The cell growth inhibition rate of OHAp-Ar and OHAp-CO2
accessed by BCA assay in which it is not significantly different between the
three groups (P > 0.05). The bar represents the standard deviation of five
sampl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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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61. FE-SEM image of as-sintered OHAp-CO2 granule before
implant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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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100 와 에서 광학 현미경으로 관찰한 결과이다[Fig. 62(c) (d)] .

시편OHAp-Ar 을 식립한 경우 와 식립된[Fig. 62(a) (c)],

아파타이트 과립들이 섬유 조직으로 대부분 둘러싸였으며 소량의

신생골이 간헐적으로 생성된 것이 관찰되었다 반면. OHAp-CO2 시편을

식립한 경우 와 아파타이트 과립 주위로 다량의[Fig. 62(b) (d)],

신생골이 균일하게 생성된 것이 관찰되었다 상기 결과들에 대한 조직.

형태학적 계측 값을 에 나타냈다 식립한 과립이 전체 결함에서Table 5 .

차지하는 비율은 시편의 경우 이며OHAp-Ar 49.2±4.3%

OHAp-CO2의 경우 로서 두 그룹 간에 통계적으로 유의한46.9±3.7%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P 반면 결함 내 생성된 신생골의> 0.01).

면적은 의 경우OHAp-Ar 5.4±1.5%, OHAp-CO2의 경우

이었으며 이 때 개재된 섬유 조직의 면적은 의47.6±4.4% , OHAp-Ar

경우 45.4±5.1%, OHAp-CO2의 경우 로서 두 그룹 간에5.5±1.4%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나타냈다 (P < 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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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62. Optical microscopic images of whole defects and detailed images
of OHAp-Ar [(a) original magnification ×40 and (c) original magnification
×100] and OHAp-CO2 [(b) original magnification ×40 and (d) original
magnification ×100] at 4 weeks after implantation into calvarial defects of
New Zealand white rabbits. (Rapid Bone Stain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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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5. Histomorphometric analyses of OHAp-Ar and OHAp-CO2 granules
4 weeks after implantation in calvarial defects of New Zealand white rabbits

* Significant difference between the two groups after 4 weeks (P <0.01).

Group Implanted
Granules (%)

Regenerated
Bone (%)

Soft
Tissue (%)

OHAp-Ar 49.2 ± 4.3 5.4± 1.5 45.4 ± 5.1

OHAp-CO2 46.9 ± 3.7 47.6 ± 4.4* 5.5 ±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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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찰4.

수산화아파타이트의 생체활성 및 골 전도도 향상을 위해

탄산아파타이트를 합성 후 구조 내 탄산기를 소결 과정을 통해 다시

제거함으로써 아파타이트 구조에 인위적인 결함을 생성 용해도를,

증가시킬 수 있었다 화학양론 조성의 수산화아파타이트 와. OHAp-Ar

탄산기가 치환된 수산화아파타이트 OHAp-CO2는 각각 Ar, CO2 가스

분위기에서 침전법을 통해 합성했으며 각각의 용해특성 및 생체활성

그리고 골 전도도를 비교 분석했다 본 실험에서 합성한. OHAp-CO2

분말은 XRD (Fig. 49)와 FT-IR (Fig. 50) 분석 결과를 통해 개의2

상 즉 탄산기가 치환된 수산화아파타이트와 탄산칼슘, (CaCO3 상으로)

구성되어 있음을 확인했다 이 때 를 이용한 탄소의 정량 분석. , EA

결과를 통해 OHAp-CO2의 구조 내 탄산기의 치환양과 추가적으로

생성된 탄산칼슘의 양을 계산할 수 있었다 이에 대한 반응식과 그 결과.

합성된 OHAp-CO2의 화학식은 아래 식 과 같이 표현된다(1) .

10Ca + 5.214PO4 + 1.179CO3 + 2OH ↔

Ca9.607(PO4)5.214(CO3)0.786(OH)2 + 0.393CaCO3 (1)

소결 후 분석을 통한 상 분석 결과 두 시편 모두XRD (Fig. 52) ,

순수한 수산화아파타이트 상임을 확인했다 특히. OHAp-CO2 시편의

경우 소결 전의 탄산칼슘이 사라진 것을 통해 고온의 소결 과정 중 초기

칼슘 결핍 탄산아파타이트의 빈 칼슘 자리로 탄산칼슘이 통합된 것으로

생각된다 소결 후. OHAp-CO2 시편의 분석 결과FT-IR (Fig. 53),

수산화아파타이트의 피크들과 함께 Ca3-O63의 피크가 새로

관찰되었으며 이를 통해 소결 후 원자 배열이 변형된 OHAp-CO2

시편의 구조를 예측할 수 있었다 즉 소결 전 아파타이트 구조의. ,

인산기에 치환되었던 탄산기와 탄산칼슘의 탄산기는 소결 과정 중 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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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해되어 탄산가스로 배출되고 아파타이트의 탄산기 자리에 공공

를 생성한다 이 과정에서 전하 차이가 발생하며 이를(vacancy) .

보상하기 위해 수산기 자리에서 수소 이온이 분해되고 그 자리에 공공을

추가적으로 생성한다 따라서 소결 후. OHAp-CO2의 화학식은 아래 식

와 같이 표현된다(2) .

(2)

: CO3 이온 자리의 공공

이온 자리의 공공: H

이에 대한 OHAp-CO2 구조 내 전하 보상 기전은 다음 식 과 같이(3)

요약된다.

(3)

탄산기의 열 분해로 인한 상기 보상기전 과정은 OHAp-CO2 구조 내

원자의 배열을 변형시키며 이 과정은 으로 설명된다 소결 후Fig. 63 .

와OHAp-Ar OHAp-CO2는 육방정계의 구조로서 과 같이Fig. 63 OH-

또는 O2- 이온이 축 방향으로 정렬되어 있다 는c . OHAp-Ar OH-

이온이 일정 간격을 유지하며 규칙적으로 배열되어 있으나

OHAp-CO2의 경우 상기 설명한 전하 보상기전에 의해 정렬된 OH-

이온의 상당수가 H+ 이온을 잃어버리고 O2- 이온이 된다 따라서 본래.

에서의OHAp-Ar ···OH OH OH···의 연속 배열은 OHAp-CO2에서

···O O OH O O···의 형태로 배열되며 OH-에서 O2-로 전하의 척력

증가로 인해 원자 사이 간격이 멀어진다.62 또한 O2- 이온은 과의Ca

상호 작용에 의해 Ca3 결합을 새로이 생성한다 이는 분석-O . FT-IR

결과 새로 관찰된(Fig. 52) Ca3-O (433cm-1 의 작용기를 통해 상기)

이온 배열 과정에 대한 설명을 뒷받침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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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63. Side view of the (OH-, O2-) chain in the apatite structures.

소결 후 시편의 생체활성 실험을 통해 OHAp-CO2는 보다OHAp-Ar

향상된 생체활성을 보였다 시편의(Fig. 54, 55, 57, 58). OHAp-Ar

경우 시편 표면에 아파타이트 결정이 새로 생성되지 않은 반면, (Fig.

54, 57) OHAp-CO2 시편 표면에는 침적 시간 만에3 [Fig. 55(a)]

작은 아파타이트 결정들이 생성되기 시작했다 침적 일째. 3 [Fig.

부터 판상 형태의 결정이 생성되기 시작했으며 이는55(e)] TF-XRD

분석 결과 상임을 확인했다 의사체액 담지 초기(Fig. 58), OCP .

칼슘의 대량 소모로 인한 칼슘 부족으로 상이 석출한 것으로OCP

생각된다 시편을 의사체액에 담지한 후 용액의 성분을 로. ICP-AES

분석한 결과 (Fig. 56), OHAp-CO2 시편은 에 비해OHAp-A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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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체액 내에서 칼슘 인산 및 수산화기 이온을 더 잘 유리했으며,

의사체액 내 칼슘 인산 수산화기 이온의 농도는 시편의 침적 후, ,

일까지 증가한 후 감소함을 통해1 OHAp-CO2 시편으로부터 용출된

이온이 아파타이트의 생성에 다시 소모되었음을 알 수 있다.

와OHAp-Ar OHAp-CO2 시편의 자세한 용해특성의 관찰 결과 (Fig.

59), OHAp-CO2 시편의 경우 칼슘 및 수산화기 이온이 침적 기간

동안 지속적으로 유리된 반면 의 경우 거의 용해되지 않았다OHAp-Ar .

이는 탄산기가 수산화아파타이트 구조 내 치환된 후 소결을 통해 공공이

형성되면서 아파타이트의 용해도를 높인 것으로 생각된다 또한. ,

OHAp-CO2의 향상된 용해도로 인한 세포의 증식 저해는 특별히

발생하지 않았다 (Fig. 60).

시편의 골 전도도 평가를 위해 가토의 두개골 결손부에 시편을 식립한

결과 의 경우 과립 주위로 골 생성은 거의(Fig. 62), OHAp-Ar

관찰되지 않은 반면 OHAp-CO2의 경우 식립된 과립 주위로 섬유

조직의 개재 없이 다량의 신생골이 고르게 생성되었다.

이상의 결과로부터 OHAp-CO2 합성 시 인산기 자리에 치환된

탄산기를 소결 과정을 통해 제거함으로써 인위적으로 아파타이트 구조에

결함을 생성시킬 수 있었으며 이로 인해 불안정해진 아파타이트 구조는

수산화아파타이트의 용해특성을 향상시킬 수 있었다 용해도의 증가는.

저 결정성 탄산아파타이트 생성에 필요한 칼슘 인산 및 수산화,

이온들을 아파타이트 구조로부터 더 쉽게 유리토록 함으로써

OHAp-CO2의 우수한 생체활성 및 골 전도능력으로 나타난 것으로

생각된다 따라서 새로이 제조된 결함을 포함한 아파타이트 과립은 골.

충진재로 응용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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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5.

수산화아파타이트의 생체활성 및 골 전도도 향상을 위해

수산화아파타이트 합성 시 인산기 자리에 과량의 탄산기를 치환시킨 후

이를 다시 열 분해시킴으로써 아파타이트 구조에 인위적인 결함을

생성시키고자했다 이 과정을 통해 수산화아파타이트 구조는.

불안정해져서 용해도가 증가했으며 의사체액 침적 시 시간 만에 시편3

표면에 저 결정성 탄산아파타이트가 형성되는 우수한 생체활성을

보였다 또한 가토의 두개골 결손부 식립 실험을 통해 식립된 과립. ,

주위로 다량의 신생골이 고르게 형성되는 우수한 골 전도도를 나타냈다.

이는 OHAp-CO2가 새로운 골의 형성에 필요한 칼슘 및 수산화기

이온을 잘 유리함으로써 아파타이트에 대한 용해도적을 증가시켜

생체활성 및 골 전도도가 향상된 것으로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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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II. 종합 결론

수산화아파타이트의 낮은 생체활성 및 골 전도도 향상을 위한

방법으로 소듐 염소 공공 그리고 소듐과 염화 이온이 함께, , (vacancy)

치환된 수산화아파타이트를 각각 제조했다 수산화아파타이트는 구조의.

특성상 다른 이온으로의 치환이 용이하며 이를 통해 수산화아파타이트가

가진 본래의 물성을 생체 재료에 적합하도록 개선할 수 있다 본 실험은.

이온 치환을 통해 화학양론 조성의 수산화아파타이트 구조를 인위적으로

불안정하게 만들어 아파타이트 핵형성에 필요한 칼슘 인산 수산화기, ,

이온 등의 용출을 쉽게 함으로써 수산화아파타이트의 생체활성 및 골

전도도를 향상시키고자했다 이를 위해 대조군으로서 수산화아파타이트와. ,

실험군으로서 아파타이트 구성 성분과 다른 이온이 치환된

수산화아파타이트 시편을 각각 침전법을 통해 제조한 후 각각의

용해특성 생체활성 및 골 전도도를 비교 분석, 했다.

제조된 시편의 와 분석 결과 모든 시편은 소결 후 단일XRD FT-IR ,

상의 아파타이트 시편이 성공적으로 제조되었으며 를 통한 원소EPMA

분석 및 분석을 통해 간접적으로 아파타이트 구조 내mapping FT-IR

다른 이온이 성공적으로 치환되었으며 이로 인해 구조 내 변형된 원자

배열을 확인할 수 있었다 수산화아파타이트 구조 내 원자의 재배열은.

아파타이트 구조를 불안정하게 하여 아파타이트의 용해도가 증가했다.

이는 수산화아파타이트 구조 내 치환된 타 이온으로 인한 결과로서

이온들 간의 이온 반경 차이 치환에 의한 이온 간 전하의 척력 증가,

그리고 인접 원자와의 상호 작용에 의한 결과로 생각된다 실제 이온.

치환된 수산화아파타이트의 용해특성 평가 결과를 통해 아파타이트

구조로부터 탄산아파타이트의 핵형성에 필요한 칼슘 인산 수산화기, ,

이온의 용출이 쉽게 일어났으며 의사체액 내 시편 담지 실험을 통해

높은 생체활성을 확인했다 또한 동물실험을 통해 이온 치환 아파타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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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립을 식립한 조직의 경우 식립된 과립 주위로 섬유 조직의 개재 없이

다량의 신생골이 균일하게 생성되는 높은 골 전도도를 확인했다 이에.

대한 조직 형태학적 계측 결과 골 결손부에 생성된 신생골의 면적은,

이온 치환 아파타이트 과립을 식립한 경우 순수한 수산화아파타이트,

과립을 식립한 경우보다 모두 유의하게 증가했으나 각각의 이온 치환

아파타이트 그룹들 간에는 신생골 면적이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나타내지 않았다 (P > 0.01).

이상의 결과로부터 본 연구는 소듐 염소 공공 그리고 소듐 및 염화, ,

이온을 수산화아파타이트 구조에 치환시킴으로써 수산화아파타이트의

용해특성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실험적으로 증명했으며

수산화아파타이트의 용해특성은 재료의 생체활성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써 결국 재료의 골 전도도와 밀접한 관계를 갖고 있음을

확인했다 따라서 상기 제조된 소듐 염소 공공 그리고 소듐 및 염화. , ,

이온이 치환된 아파타이트 과립은 골 충진재로 응용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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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Preparation of Ion-substituted Hydroxyapatite with
Enhanced Bioactivity and Osteoconductivity

Jung Sang Cho
Interdisciplinary Program of Bioengineering, College of Engineering

The Graduate School
Seoul National University

Preparations of hydroxyapatites with enhanced bioactivity and
osteoconductivity through ion-substitution were newly examined. Sodium,
carbonate, and chroline ions could be successfully substituted in
hydroxyapatite structure through precipitation method following sintering
process and it could be confirmed by the elemental rearrangements of
hydroxyapatite using FT-IR.
When sodium was substituted for calcium, carbonate ions were

introduced for phosphate sites to balance the total net charge and “tail to
tail” configuration (HO:OH) of hydroxyl ions were also occurred. When
chlorine ions were substituted for hydroxyl ions, new OH···Cl bondings were
accurred and “tail to tail” configuration of hydroxyl ions was occurred
together. When excess amount of carbonate ions were substituted for
phosphate sites and then thermally decomposed during sintering, lots of
vacancies were formed at hydrogen sites of hydroxyl groups.
The solubility, bioactivity, and osteoconductivity of the ion-substituted

hydroxyapatites were assessed in Tris-bufferred solution, simulated body
solution, and calvarial defect of New Zealand white rabbit, respectively and
they showed improved capacities compared with those of pure
hydroxyapates. These could be possible by the enhanced solubilities of the
ion-substituted hydroxyapatites through the structural instabilities after
ion-substitutions because the released constituent elements of hydroxyapatite
could increase the ionic activity product of apatite in simulated body flui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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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rom the results, the sodium, vacancy, chloride and sodium-chloride
co-substituted hydroxyapatites have the potentials for the applications as the
bone grafting materials due to their enhanced osteoconductivities.

Keywords : hydroxyapatite, ion substitution, solubility, bioactivity,
osteoconductivity
Student Number : 2009-302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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