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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초록 
 

목적: 생체 내 및 생체 외 실험을 통하여 휘트로카이트(whitlockite: 

Ca18Mg2(HPO4)2(PO4)12, WH)의 생체적합성 및 골형성 능력을 기존에 잘 

알려진 수산화인회석(hydroxyapatite: Ca10(PO4)6(OH)2), HAP) 및 삼인산칼 

슘(beta tricalcium phopshate: Ca3(PO4)2, β-TCP)과 비교하여 평가하고자 

하였다. 

 

대상 및 방법:  

1. WH, HAP, 및 β-TCP를 생체 외 실험에 적합한 원기둥형(지름 10mm, 

높이 2mm)과 생체 내 실험에 적합한 과립형(지름 1mm, 기공크기 

300µm) 모양으로 제조하였다.  

 2. 생체 외 실험은 인간 골수유래 간엽줄기세포(human mesenchymal 

stem cells: hMSCs)를 계대배양하여 세가지 물질로 제조한 원기둥형 

시편에 분주하여 1, 3, 7일 동안 배양하였고 각 시기별로 MTS (3-(4,5-

dimethylthiazol-2-y)-5-(3-carboxymethoxyphenyl)-2-(4-sulfophenyl)-2H-tetrazo-

lium, inner salt) assay를 통하여 WH의 생체적합성을 평가하였다. 또한 

WH의 생체 외 골유도 능력을 평가하기 위하여 hMSCs를 세가지 

물질로 제조한 원기둥형 시편에 분주한 뒤 3, 7, 10일 동안 골분화 

배지에서 분화시켜 각 시기별로 alkaline phosphatase (ALP) assay를 

시행하였고, 14일째에는 real-time PCR을 시행하여 골분화 과정에서 

특이하게 발현하는 지표들인 ALP, runt-related transcription factor 2 (Run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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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collagen-I (COL-I), osteocalcin (OCN) 등의 유전자 발현 정도를 

측정하고 비교 분석하였다.  

3. 생체 내 실험은 대조군, WH군, HAP군 및 β-TCP군 등 네 개 군으로 

나눠서 랫드 복부이식과 두개골 결손 모델 실험을 시행하였으며 

복부이식 모델은 8주, 두개골 결손모델은 6주 사육 뒤 실험동물들을 

희생시키고 채취한 샘플들은 미세 전산화 단층촬영(micro-CT)과 조직 

학적 검사를 통하여 WH의 골유도 및 골형성 능력을 비교 평가하였다.  

 

결과 

1. MTS assay 결과 세 개 군에서 원기둥 시편 위에 분주한 세포들이 1, 

3, 7일까지 모두 세포증식이 진행 되었으며 군간 통계적 차이는 없었다. 

ALP 활성도는 세 개 군에서 모두 분화 3, 7, 10일까지 시간이 지남에 

따라 증가하였으며 군간 통계적 차이는 없었다. 분화 14일째 골분화 

관련 유전자 발현 정도를 real-time PCR을 이용하여 측정한 결과 Runx-

2는 WH가 β-TCP 또는 HAP에 비해 유의하게 높았으나 β-TCP와 HAP 

사이에는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ALP, COL-I 또는 OCN의 유전자 발현 

정도는 각군 사이에 통계적 차이는 없었지만 WH가 다른 군에 비해 

수치상 높은 양상을 보였다.  

2. 랫드 복부이식 실험결과 micro-CT 및 조직검사상 네 개 군에서 모두 

신생골 형성이 관찰되지 않았다. 랫드 두개골 결손 모델에서 micro-

CT상 WH의 이식체 흡수 정도가 HAP와 β-TCP 흡수의 중간 정도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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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rcent bone volume (BV/TV)은 시편을 이식한 군들이 대조군에 비해 

유의하게 높았으며 WH의 BV/TV값이 가장 높았고 β-TCP의 BV/TV 

값이 가장 낮았다. Bone surface/volume ratio (BS/BV)값과 trabecular 

numbers (Tb.N)값도 시편을 이식한 군에서 대조군에 비해 역시 유의하게 

높았지만 시편을 이식한 세 개 군 사이에는 통계적 차이가 없었다. 

Trabecular separation (Tb.Sp)값과 degree of anisotropy (DA)값은 모두 

시편을 이식한 군에서 대조군 보다 유의하게 낮았으나 시편을 이식한 

세 개 군 사이에는 통계적 차이가 없었다. Trabecular bone pattern factor 

(Tb.Pf), trabecular thickness (Tb.Th)와 structure model index (SMI) 등 

지표들은 네 개 군에서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랫드 복부이식 탈회 

조직검사상 네 개 군에서 모두 신생골 형성이 관찰되지 않았지만 

시편을 이식한 세 개 군에서 모두 시편 주위에 조골세포와 유사한 

세포들의 부착이 관찰 되었다. 랫드 두개골 결손 모델 비탈회 조직검사 

결과 시편을 이식한 세 개 군에서 대조군에 비해 모두 신생골 형성이 

뚜렷하게 관찰 되었으며, 고배율에서 시편 주위에 대량의 조골세포와 

유사한 세포 및 단핵세포의 부착이 관찰 되었다.  

 

결론: 생체 외 및 생체 내 실험결과 WH는 기존에 훌륭한 생체 

적합성으로 잘 알려진 HAP 또는 β-TCP보다 못지 않은 생체적합성 및 

골형성 능력을 보여 주었다. 특히 생체 내 흡수율은 WH가 생체 내에서 

흡수가 잘 되지 않는 HAP와 생체 내 흡수가 빠른 β-TCP의 중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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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도여서 적절한 생체 내 흡수율을 보여 주였다. 따라서 이러한 생체 

적합성이 뛰어난 나노 재료는 향후 골 이식이나 골 시멘트, 약물 

운반체 등 여러 영역에서 널리 사용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된다. 

……………………………………………………………………………………...

색인 단어: 휘트로카이트(whitlockite), 수산화인회석(hydroxyapatite), 

삼인산칼슘(β- tricaltium phopshate), 생체적합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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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골 이식 수술에서 자가 골 이식(autograft)은 가장 고전적이고 “gold-

standard”인 방법으로 알려져 있지만 공여부위 통증, 감염, 혈종, 골절 

등과 같은 합병증이 존재하고 충분한 양의 이식골은 구하기 어렵다는 

단점이 있다(1-3). 동종 골 이식은 상대적으로 많은 양을 얻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유합률이 자가 골 이식보다 낮고 감염성 질환의 

전염 등의 위험성이 존재한다. 이러한 단점들을 극복 하고자 인공 골의 

개발 및 연구가 많이 진행되어 왔으며, 그 중에서도 수산화인회석 

(hydroxyapatite: Ca10(PO4)6(OH)2), HAP) 및 삼인산칼슘(beta tricalcium 

phopshate: Ca3(PO4)2, β-TCP)과 같은 합성 생체활성 세라믹은 우수한 

생체적합성과 골 전도 능력을 보여주어 이미 골 이식 대체 재료로 

임상에서 널리 사용되고 있다. 특히 다공구조를 가진 세라믹은 치밀한 

형태에 비해 생체 내에 이식하였을 때 혈류와의 접촉면이 넓고 신생 

혈관과 주위 골 조직이 쉽게 자라 들어와 유합률을 향상시킬 수 

있다(4). 

HAP는 생체 내에서 뼈의 60~70%를 차지하며 생체 내의 뼈를 

3차원적인 자가 조립식 정렬을 통해 구성하는 주요 무기물로, 생체 

적합성이 우수하고 자연골과 직접적인 결합이 가능하기 때문에 생체 

외에서 인공적으로 합성하여 골 이식 재료로 사용된다(5). 하지만 골 

이식의 목적은 이식재가 궁극적으로는 자기 뼈로 대체되는 것인데, 

외부에서 합성한 HAP인 경우에는 생체 내에서 거의 분해되지 않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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잔존하여 자가 골로 완전히 대체되는 것을 방해하는 단점이 있다. 

반면에 β-TCP는 비록 HAP만큼 생체 적합성이 우수한 편은 아니지만 

생체 내에서 분해가 잘 되는 물질로 알려져 있어서 생체 내에 이식할 

경우 점차 분해되어 재생되는 뼈로 대체 되지만, 너무 빨리 흡수되어 

자연 골이 충분히 재생될 때까지 지탱해주지 못한다(6). 또한 β-TCP를 

합성하는 방법은 아직까지 고상법(solid state method)에 주로 의존하고 

있는데, β-TCP를 합성하는 과정에서는 반드시 900도 이상의 고온 

열처리 과정을 필수적으로 거쳐야 하므로 불균일하고 벌키(bulk)한 

입자들이 형성되게 된다. 뿐만 아니라 생체 내의 환경이 37도로 항상 

유지되는 것을 감안하면 고온상인 β-TCP는 생체 내에서 합성이나 

존재가 불가능한 재료이다.  

생체 내의 뼈와 치아에는 주요 성분인 HAP 외에도 휘트로카이트 

(whitlockite: Ca18Mg2(HPO4)2(PO4)12, WH)라는 마그네슘이 칼슘을 소량 

치환한 칼슘 포스페이트 화합물이 존재한다. WH는 뼈와 연골, 

담석이나 충치가 생긴 치아, 치석, 결핵조직, 척추 추간판, 대동맥, 아직 

돌출되지 않은 치아 등 인체내의 여러 조직에서 발견된 바 있으며 

인체내의 정상 및 병적 조직에 널리 분포되어 있다(7-11). 1941년 

광물학자 Whitlock가 X-ray diffraction을 이용하여 인회암(phosphate rocks) 

속에서 TCP를 발견한 것을 기념하고자, Frondel은 TCP를 Whitlockite라 

이름 지었다(12). 비록 당시 Whitlock가 발견한 결정체는 실제로 Mg
2+이 

Ca
2+을 소량 치환한 물질 이였지만 이 명칭은 아직까지 사용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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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H가 인체 내에서 합성되는 기전과 인체에 끼치는 영향은 아직까지 

많이 알려진 바가 없다. 그 이유로는 WH가 기존에 단일상을 얻기 

까다로웠으며 공정 방정식이 복잡하고 단가가 비쌀 뿐더러 최종 

생산물의 양도 소량에 불과하였으며 또한 관찰하기가 힘들었기 

때문이다. WH는 HAP보다 β-TCP와 더 유사한 성질을 가지고 있는바, 

WH의 Ca/P의 비율은 약 1.43:1인데, HAP의 조성비인 1.67:1보다 β-

TCP의 조성비인 1.5:1에 더 가까운 조성을 가지고 있다. 또한 결정성도 

HAP가 hexagonal 구조를 가지고 있는데 비해서 WH와 β-TCP는 

rhombohedral 구조를 가지고 있다. 기존 연구에서 WH를 여러 가지 

방법으로 합성하는 실험이 진행되어 왔지만 최종산물에 HAP와 같은 

다른 물질들이 동시에 존재하여 순도가 떨어지고 결정성에 영향을 

주었으며, 또한 수계(aqueous system)에서 합성하는 방법도 많이 알려진 

바가 없었다. 최근 서울대학교 공과대학 재료학부에서 순도가 높은 

WH를 100도 이하의 수계에서 세가지 화합물, 즉 Ca(OH)2-Mg(OH)2-

H3PO4를 일정한 비율로 혼합하여 성공적으로 합성 하였고 최종산물을 

많은 양으로 얻을 수 있어 WH의 다량 생산이 가능해 졌다(13). 이러한 

방법으로 합성한 WH는 X-ray diffraction에서 관찰하였을 때 단일상을 

보여 주었으며 고해상도 전자현미경 하에서 입자(particle)의 크기는 약 

50nm, d-spacing value는 8.067Å 였다. 산성과 염기성 용액에서 WH는 

HAP보다 더 안정하였고, 동일한 온도(700 °C)에서 소결하여 제조한 

WH, HAP, β-TCP를 비교하였을 때 WH의 강도는 HAP와 β-TCP보다 



4 

훨씬 높았다. WH는 결정구조에 Mg
2+을 포함하고 있는데 Mg

2+은 인체 

내의 중요한 양이온으로 알려져 있는 바 골 대사와 골 형성에 

작용하고 있으며 Mg
2+이 결핍할 경유 골다공증을 초래한다(14). Ryan 

등은 마그네슘 WH가 세포의 증식, 스트로멜리신(stromelysin)과 교원질 

분해효소(collagenase)의 합성을 촉진 시키지만 마그네슘이 치환되지 

않은 칼슘 포스페이트와 비교 시 그 작용이 못하다고 보고한 바가 

있다(15). 하지만 다른 연구에서는 Mg
2+이 포함된 인산칼슘 화합물이 

세포의 부착, 증식 및 분화를 촉진시켜 훌륭한 생체적합성을 

보여주었고 골형성을 향상 시킨다고 보고 되었으며(16), 마그네슘 

합금도 생체 외 실험에서 인간 골수유래 줄기세포의 분화를 

촉진시킨다고 보고된 바가 있다(17). Jang 등은 인간유래 조골세포 

(osteoblast)를 이용하여 생체 외 실험을 진행한 결과 조골세포의 

증식이 HAP보다 WH에서 유의하게 진행되었으며, 골형성 관련 

유전자의 발현도 WH에서 HAP와 비슷하거나 조금 더 높은 결과를 

보여 주었다(13). 

현재 나노 생체재료에 대한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는데, WH의 

결정체 크기는 50nm 정도여서 생체 재료로 사용될 경우 높은 표면적 

대 체적비를 가지고 있어 세포와 단백질의 부착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을 것이라 생각되며, 생체 친화성도 뛰어난 것으로 알려져 있어 

훌륭한 생체이식 재료로 기대된다(18-20). WH는 β-TCP보다 pH ≤ 5.5 인 

산성 용액 속에서 더욱 안정하며, 이는 β-TCP가 생체 내에 이식하였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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때 너무 빨리 흡수되는 단점을 극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인산칼슘의 생체 내 흡수는 Ca/P의 비율과 반비례 하는데, WH의 Ca/P 

비는 HAP보다 낮아서 생체 내에서 HAP보다 더욱 잘 흡수될 것이라 

생각된다(21, 22). 하지만 현재까지 WH를 이용한 생체 내 실험은 

진행된 바가 없다.   

인간 골수유래 간엽줄기세포(hMSCs)는 여러 가지 세포로 분화가 

가능하며 일정한 조건하에서 조골세포로의 분화가 이루어지는 특성을 

가지고 있어서 골유도 또는 골전도 물질을 평가하는데 많이 사용되고 

있다(23, 24). 본 연구는 hMSCs를 이용한 생체 외 실험과 랫드 복부이식 

및 두개골 결손 모델을 이용한 생체 내 실험을 통하여 WH를 HAP 및 

β-TCP와 비교 함으로써 WH의 생체적합성 및 골형성 능력을 평가 

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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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연구재료 및 방법 

 

Ⅱ.1. 재료 합성 및 특성 평가 

수계에서 세가지 화합물 즉 calcium hydroxide (Ca(OH)2, 99.0%, High Purity 

Chemical, Tokyo, Japan), magnesium hydroxide (Mg(OH)2, 95.0%, Junsei 

Chemical Co, Tokyo, Japan), phosphoric acid (H3PO4, 85.0%, Junsei Chemical 

Co, Tokyo, Japan)을 이용하여 기존에 제시한 방법에 따라 WH를 

합성하였다(13) (25). Ca(OH)2 (0.37 M)와 Mg(OH)2 (0.13 M)를 80 °C 인 

증류수 500 ml에 섞은 뒤 H3PO4 (0.5 M, 500 mL)용액을 뷰렛(burette)으로 

12.5 ml/min 속도로 떨어뜨려 혼합한다. 24시간 뒤 침전물을 필터로 

수집하고 냉동건조 시킨다(그림 1a). 합성한 WH는 x-ray diffraction, field 

emission scanning electron microscope (FESEM), high resolution transmission 

electron microscopy (HRTEM) 등 검사를 시행하여 물질의 순도와 입자의 

크기를 확인 하였다(그림 1b, c, d).  

HAP (Ca10(PO4)6(OH)2, Sigma Aldrich, St. Louis, USA)와 β-TCP (Ca3(PO4)2, 

Sigma Aldrich, St. Louis, USA) 분말은 구입 하였다. 생체 외 실험을 

위해 세 가지(WH, HAP, β-TCP) 물질의 분말로 각각 지름 10mm, 두께 

2mm 인 원기둥형 시편을 제조하였다(그림 2). 생체 내 실험에 적합한 

시편은 세 가지(WH, HAP, β-TCP) 물질의 분말을 각각 지름 300µm 인 

폴리메틸 메타 크릴산(polymethyl methacrylate: PMMA)과 1:2 비율로 

혼합하고 소결하여 크기가 1mm, 기공의 크기가 300µm 인 과립형 

http://terms.naver.com/entry.nhn?docId=710482&cid=50320&categoryId=50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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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양으로 제조하였다(그림 3). 세가지 재료의 압축강도를 통일하기 

위하여 WH, HAP, β-TCP 를 각각 700 °C (WH700), 945 °C (HAP945)와 

1050 °C (β-TCP1050)에서 2시간 동안 소결(sinter) 하였다.  

 

Ⅱ.2. 생체 외 실험(In vitro study) 

Ⅱ.2. 1 인간 골수유래 간엽줄기세포 배양(Human Mesenchymal Stem Cell 

Culture) 

인간 골수유래 간엽줄기세포(hMSCs; Lonza, Walkersville, USA)를 지름 

100mm인 배양 접시에 seeding한 후 5% CO2, 37 °C incubator에서 

배양하며 2일 간격으로 배양액을 교환하였다. 배지는 hMSCs 전용배지 

(MSCGM Single Quots, Catalog No: PT-3001)를 사용하였으며 passage 

7~9까지 실험에 필요한 양만큼 증식시키고 일부는 freezing 하여 질소 

탱크에 보관하였다. 

 

Ⅱ.2.2. MTS assay 

시편에서의 세포증식(proliferation)을 평가하기 위해 MTS (3-(4,5-dimethy-

lthiazol-2-y)-5-(3-carboxymethoxyphenyl)-2-(4-sulfophenyl)-2H-tetrazolium, in-

ner salt) assay를 시행하였다. hMSCs를 세 가지(HAP945, β-TCP1050, 

WH700) 원기둥형 시편이 1 well당 1개씩 담겨있는 24-well 배양 접시에 

1x10
4
 cells/ml의 농도로 1ml/well 분주한 후 1, 3, 7일 동안 배양하였다. 

모든 시편은 세포를 분주하기 전에 고온 소독을 하였고 배지에 8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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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안 넣어 환경에 적응시켰다. 각 시기별로 시편을 새로운 well에 

옮기고 MTS 용액(EZ-Cytox, DAEIL LAB SERVICE Co. Ltd, Seoul, South 

Korea)을 시편당 100µl/ml 농도로 1ml씩 분주하고 37 °C, 5% CO2 

incubator에 넣어 150분 동안 반응시켰다. Well당 200µl 용액을 96 well 

plate에 옮기고 ELISA 기기를 이용하여 450nm에서 흡광도를 

측정하였다. 모든 과정은 세 번 반복하였다. 

 

Ⅱ.2.3. Alkaline phosphatase (ALP) activity assay 

조골세포에서 특이적으로 발현하는 ALP 활성도를 측정하기 위하여 세 

가지(HAP945, β-TCP1050, WH700) 원기둥형 시편을 24-well 배양접시에 1 

well당 1개씩 넣고 hMSCs를 5.0x10
4
cells/ml 농도로 1ml/well 분주한 후 

골분화 배지(10
-8

M dexamethasone, 100µM ascorbic acid-2-phosphate 및 10 

mM β-glycerophosphate, Sigma, St Louis, USA)에서 3, 7, 10일 동안 

배양하였다. 각 시기별로 골분화 배양액을 제거하고 DPBS로 세 번 헹군 

후 시편을 새로운 well에 옮기고 0.2% Triton X-100 (Sigma, St. Louis, USA) 

용액을 500μl/well 넣어 시편에 부착된 세포의 세포막을 용해시켰다. 

세포가 용해되어 있는 용액 30μl와 4mg/ml p-nitrophenylphosphate (p-Npp, 

Sigma, St. Louis, USA) 기질용액 30μl 및 alkaline buffer solution 용액(pH 

10.3, Sigma, St. Louis, USA) 140μl를 96well plate에 혼합한 후(총 200µl) 

2시간 동안 반응시켜 효소(ALP)가 기질 용액(p-Npp)과 반응하여 

노란색으로 변했을 때 ELISA plate reader로 405nm에서 흡광도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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측정하였다. 총 단백질 양은 분광광도계(NanoDrop 2000, Thermo scientific, 

Seoul, Korea)로 측정하여 ELISA 기계로 측정한 OD값을 표준화 

(normalization) 하였다. 모든 과정은 세 번 반복하였다. 

 

Ⅱ.2.4. Real-time PCR 

WH의 생체 외 골유도 능력을 평가하기 위하여 ALP, runt-related 

transcription factor 2 (Runx-2), collagen-I (COL-I), osteocalcin (OCN) 등 

골분화 과정에서 특이하게 발현하는 단백질들의 유전자 발현 정도를 

real-time PCR을 이용하여 측정하였다. 세 가지(HAP945, TCP1050, 

WH700) 원기둥형 시편이 담겨있는 24-well 배양접시에 hMSCs를 

5.0x10
4
cells/ml 농도로 1ml/well 분주한 후 골 분화 배지에서 14일 동안 

배양하였다. 골분화 배양액을 제거하고 DPBS로 세 번 헹군 후 시편을 

새로운 well에 옮기고 Rnase Mini kit (Qiagen Inc, Seoul, Korea)를 이용하여 

RNA를 채취한 뒤 분광광도계로 총 RNA의 양을 측정하였고, Maxime 

RT PreMix Kit (Intron, Seoul, Korea)를 이용하여 cDNA를 합성하였고, 

형광제는 SYBR Green I (Roche, Mannheim, Germany)을 사용하여 real-time 

PCR을 시행하였다. ALP, Runx-2, COL-I, OCN 등 프라이머(primer) 및 

GAPDH를 항존 유전자(housekeeping gene) (표 1)로 threshold 값을 

구했으며 결과는 2
-△△Ct 방법으로 비교 분석하였다.  

 

Ⅱ.3. 생체 내 실험 (In vivo stud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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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3.1 랫드 복부이식 실험(rat abdominal intramuscular pouch implantation) 

WH의 생체 내 골유도 능력을 평가하기 위하여 랫드 복부이식 실험을 

시행하였다. Male Sprague–Dawley (SD) rat (8-9주령) 13마리를 대상으로 

하였고 모든 실험동물은 반입 뒤 cage에서 1주동안 환경에 적응할 

시간을 주었다. 시편에 따라 네 개 군으로 나누어서, 1군은 대조군 

(sham) (2마리), 2군은 HAP945군(3마리), 3군은 β-TCP1050군(4마리), 

4군은 WH700군(3마리)으로 하였고 나머지 한 마리는 세 가지 시편을 

복부 양측에 위에서부터 아래로 HAP945, β-TCP1050, WH700 순으로 

각각 이식하였다. Zoletil-rompun 혼합용액을 복강 내 주입하여 전신 

마취한 후 제모하고 베타딘으로 복부를 소독한 후 수술 부위 주변을 

소독된 포를 이용해 draping 하였다. 복부 피부에 종절개를 가하고 양측 

복부 근육에 각각 3군데, 총 6군데 횡절개를 가해 intramuscular pouch를 

만들었고 pouch당 시편 15mg씩 삽입한 뒤 layer by layer로 봉합하 

였다(그림 4). 대조군은 intramuscular pouch까지 만들었으나 아무것도 

이식하지 않고 봉합하였다. 수술 후 예방적 항생제를 주입하였고 

일정한 온도(22±5 °C)와 습도(50±5%)가 유지된 환경 속에서 사육하며 

12시간 간격으로 빛과 어둠을 교체하였다. 수술 후 8주에 희생시켰다. 

 

Ⅱ.3.2 랫드 두개골 결손 모델 실험(rat calvarial defect model) 

WH의 골전도 및 골형성 능력을 평가하기 위하여 랫드 두개골 결손 

모델 실험을 시행하였다. Male SD rat (8-9주령) 40마리를 대상으로 



11 

하였다. 모든 실험동물은 반입 뒤 cage에서 1주동안 환경에 적응할 

시간을 주었다. 시편에 따라 네 개 군으로 나누어서, 1군은 대조군 

(10마리), 2군은 HAP945군(9마리), 3군은 β-TCP1050군(11마리), 4군은 

WH700군(10마리)으로 하였다. Zoletil–rompun 혼합용액을 복강 내 

주입하여 전신 마취한 후 제모하고 베타딘으로 두피를 소독한 뒤 수술 

부위 주변을 소독된 포를 이용해 draping 하였다. 두피에 종절개를 

가하고 지름 8mm의 원형 두개골 결손을 trephine bur로 만든 후 정해진 

porous type 시편 25mg을 결손부위에 이식 한 뒤 두피를 봉합하였다 

(그림 5). 대조군은 두개골 결손을 만들었으나 아무것도 이식하지 않고 

봉합하였다. 수술 후 예방적 항생제를 주입 하였고 일정한 온도 

(22±5 °C)와 습도(50±5%)가 유지된 환경 속에서 사육하며 12시간 간격 

으로 빛과 어둠을 교체하였다. 수술 후 6주에 희생시켰다.  

모든 동물실험은 서울대병원 동물실험 윤리위원회 승인을 받은 후 

시행하였다(IACUC No. 복부이식 모델: 13-0193; 두개골 결손모델: 13-

0195-c1a1). 

 

Ⅱ.3.3 미세 전산화 단층촬영(micro-computerized tomography, micro-CT)  

이식한 시편주위에 신생골의 생성여부 및 생성된 신생골의 양과 질을 

평가하기 위하여 미세 전산화 단층촬영을 시행하였다. 실험동물을 

희생시킨 후 시편 이식부위를 포함한 복부근육과 두개골을 harvest 하여 

micro-CT (Skyscan 1172, Kontich, Belgium)를 촬영하였다. Micro-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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촬영조건은 source voltage 59kV, source current 167µA, 촬영할 때 시편의 

회전각도는 0.2도로 설정하고 0.5mm aluminium filter 를 이용하여 촬영 

하였다. 촬영한 영상은 영상의 재구성 프로그램(Data Viewer, Skyscan, 

Belgium)을 이용하여 axial, sagittal 및 coronal plane 으로 재구성 하였으며 

분석 프로그램(CTAn, Skyscan, Belgium)으로 명암 차이(gray threshold)를 

이용하여 percent bone volume (bone volume/total volume, BV/TV), bone 

surface/volume ratio (BS/BV), trabecular thickness (Tb.Th), trabecular separation 

(Tb.Sp), trabecular number (Tb.N), trabecular bone pattern factor (Tb.Pf), structure 

model index (SMI), degree of anisotropy (DA) 등을 측정하였다. 랫드 두개골 

결손 모델은 각 군별로 upper gray threshold=180, lower gray threshold=75로 

정하고 coronal CT 사진 12장을 7.99mm 의 원형 ROI 를 이용하여 평가 

하였다. 또한 시편의 흡수 정도를 평가하기 위하여 upper gray 

threshold=255, lower gray threshold=200으로 정하여 동일한 부피내(coronal 

CT 12장)에 있는 시편의 volume 을 측정하였다.  

 

Ⅱ.3.4. 조직학적 평가 (histological evaluation) 

이식한 시편주위에 신생골의 생성여부, 염증반응 및 생성된 신생골의 

형태를 현미경하에서 관찰하기 위하여 조직학적 검사를 시행하였다. 

복부에서 채취한 샘플을 10% 중성 포르말린에 24시간 담가 고정시켰다. 

시편을 파라핀(paraffin)에 포매(embeddding)하여 탈회화 시켰다. 시편의 

중앙 부위를 4µm 두께로 절단하고 hematoxylin와 eosin (H&E)으로 



13 

염색한 후 광학현미경하에서 이식한 시편 주위에 신생골 형성 여부, 

염증반응 및 시편의 흡수 정도를 평가하였다.  

두개골 샘플은 10% 중성 포르말린에 5일간 담가 고정시켰다. 카세트 

(cassette)에서 6시간 세척한 뒤 100% 알코올에 넣어 탈수 시켰으며, 

메탈크린산염(methacrylate) 경화수지(curing resin)에 시편을 2일 동안 

섞은 뒤 과산화벤조일(benzoyl peroxide)을 넣어 포매(emgedding) 시켰다. 

포매 된 블록(block)은 다듬은(trimming) 뒤 acrylic slide에 부착시키고 

(Technovit 4000VLC, EXAKT attach machine(4230)을 이용) 시편의 중앙 

부위를 절단하였다(EXAKT(BS-3000N) cutting machine 사용). 절단한 

블록을 그라인딩(grinding) 하고(EXAKT grinding machine(4110)에 종이 

paper 사용) acrylic slide를 slide attach한 뒤 slide attach한 면을 slide 

cutting하고, cutting된 slide를 80µm 두께로 grinding하여 hematoxylin와 

eosin (H&E)으로 염색한 후 광학현미경하에서 이식한 시편 주위의 

신생골 형성 정도, 염증반응 및 시편의 흡수 정도를 평가하였다.  

 

Ⅱ.4. 통계분석 

통계학적 분석은 Statistical Package for the Social Sciences (SPSS) ver.21.0을 

이용하였다. 군간의 비교는 one-way analysis of variance (ANOVA) test를 

이용 하였으며 유의성이 관찰될 경우 Tukey 사후검증을 시행하였다. P 

< 0.05 인 경우 통계적 의의가 있다고 판정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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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결과 

Ⅲ. 1. 물성 평가 

X-ray diffraction 분석상 합성된 WH는 동일한 상을 보여주어 최종 

산물의 순도가 높음을 확인할 수 있었으며 이는 기존에 진행한 연구 

결과와 일치하였다(그림 1b). FESEM 이미지상 WH는 균일한 형태를 

보여 주었으며(그림 1c) HRTEM 이미지에서는 WH가 능면체 (rho-

mbohedral) 구조를 보여주었고 크기가 약 50nm임을 관찰할 수 

있었다(그림 1d).  

 

Ⅲ. 2. MTS assay 

세 군(HAP945, β-TCP1050, WH700)에서 원기둥 시편 위에 분주한 

세포들이 1, 3, 7일에서 시간이 지남에 따라 세포증식이 진행 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각 군 사이에 시기별로 세포증식 활동에서의 유의한 

차이는 없었으나 WH700이 다른 군에 비해 수치상 조금 높은 양상을 

보였다(그림 6).  

 

Ⅲ. 3. ALP activ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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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LP 활성도는 세 군(HAP945, β-TCP1050, WH700)에서 분화 3, 7, 

10일까지 time-dependent하게 증가하였다. 세 군에서 시기별로 통계적 

차이는 보이지 않았지만 WH700이 다른 군에 비해 수치상 조금 높은 

양상을 보였다(그림 7).  

 

Ⅲ.4. Real-time PCR 

분화 14일째 골분화 관련 유전자 발현 정도를 측정한 결과 Runx-2는 

WH700가 β-TCP1050 또는 HAP945에 비해 유의하게 높았으나(P = 0.004 

또는 P = 0.01), β-TCP1050와 HA945 사이에는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P = 

0.61). ALP, COL-I 또는 OCN은 각 군 사이에 통계적 차이는 없었지만 

WH700이 다른 군에 비해 수치상 높은 양상을 보였다(그림 8).  

 

Ⅲ.5. 미세 전산화 단층촬영(micro-computerized tomogra- 

phy, micro-CT) 결과 

Ⅲ. 5.1. 랫드 복부이식 모델 

랫드 복부이식 모델에서 폐사한 개체는 없었으며 micro-CT상 세 군에서 

모두 이식체 사이와 주위에 뚜렷한 신생골 형성이 관찰되지 않았다 

(그림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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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5.2. 랫드 두개골 결손 모델 

랫드 두개골 결손 모델에서 수술 중 또는 수술 후 출혈로 인해 총 

8마리(β-TCP1050군 3마리, WH700군 2마리, sham군 3마리)가 폐사 하였 

으며 폐사율은 20% 였다. Micro-CT 검사는 각 군당 7마리를 포함 

하였다. Micro-CT 결과상 동일한 부피 내에 남아있는 시편의 양(carrier 

volume: CV)은 HAP945 > WH700 > β-TCP1050 순으로 WH700의 시편 흡수 

정도가 HAP945와 β-TCP1050의 중간에 있었다. Percent bone volume 

(BV/TV)값은 신생골의 양을 반영하는 지표인데 시편을 이식한 군들이 

대조군에 비해 유의하게 높았고(p < 0.05), WH700의 BV/TV가 가장 높았 

으며 β-TCP1050의 BV/TV값이 가장 낮았지만, 시편을 이식한 세 군에서 

통계적 차이는 없었다(p > 0.05). Bone surface/volume ratio (BS/BV) 값과 

trabecular numbers (Tb.N)값도 시편을 이식한 군에서 대조군에 비해 역시 

유의하게 높았지만(p < 0.05) 시편을 이식한 세 군 사이에는 통계적 차이 

가 없었다(p > 0.05). Trabecular separation (Tb.Sp)값은 신생골의 골소주 사이 

공간거리를 반영하고, degree of anisotropy (DA)값은 수치가 0에 

가까울수록 등방성, 1에 가까울수록 비등방성을 의미하며 신생골의 

기계적 물성(mechanical properties)을 반영하는 중요한 지표인바, 두 

수치가 모두 신생골의 질적 특성(quality)과 반비례 되는데, 본 연구에서 

Tb.Sp와 DA값이 모두 시편을 이식한 군에서 대조군 보다 유의하게 

낮았지만(p < 0.05) 시편을 이식한 세 군 사이에는 통계적 차이가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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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 > 0.05). Trabecular bone pattern factor (Tb.Pf)는 골소주의 형태를 나타내는 

인자로 수치가 낮을수록 더 잘 연결된 골소주 격자(lattices)로 이루어졌고 

수치가 높을수록 골소주 연결이 덜 된 구조로 이루어졌음을 의미하고, 

trabecular thickness (Tb.Th)는 골소주의 평균 두께를 의미하며, structure 

model index (SMI)는 0에 가까울수록 골소주의 형태가 판구조(plate-like 

structure), 3에 가까울수록 막대구조(rod-like structure), 4에 가까울수록 

구형의 구조를 가지고 있음을 의미하는데, 이러한 지표들은 네 군에서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P > 0.05) (그림 10, 표 2).  

 

Ⅲ.6. 조직학적 결과 

Ⅲ. 6.1. 랫드 복부이식 모델 탈회 조직검사(decalcified histology) 결과 

랫드 복부이식 탈회 조직검사상 시편을 이식한 세 군(WH700, HAP 945, 

β-TCP1050)에서 모두 시편 주위에 단핵세포 및 조골세포와 유사한 

세포(osteoblast-like cells)의 부착이 관찰되었으며 시편 주위에 신생 

혈관의 형성이 관찰되었으나 연골조직 또는 골조직의 형성은 관찰되지 

않았다(그림 11).  

 

Ⅲ. 6.2. 두개골 결손 모델 비탈회 조직검사(undecalcifed histology)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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랫드 두개골 결손 모델 비탈회 조직검사상 대조군의 두개골 결손 

부위에서는 신생골 형성이 관찰되지 않았으며 대량의 결체조직 

(connective tissue)이 관찰되었다. 시편을 이식한 세 군(WH700, HAP945, 

TCP1050)에서 모두 시편 사이와 주위에 신생골 형성이 관찰 되었으며 

신생골은 성숙된 층판골(lamellar bone)의 형태를 보여주었다. 저배율 

(12.5배와 40배)에서 관찰하였을 때 WH700군은 다른 군에 비해 

신생골이 이식체와 밀접히 연결되어 있는 소견을 보였고, 400배 고배율 

에서는 세 가지 이식체 표면에 모두 대량의 조골세포와 유사한 세포가 

부착되어 있음을 관찰할 수 있었다. 이식체와 신생골 사이에는 섬유조직 

과 단핵세포(mononuclear cells)들이 관찰되었다(그림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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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고찰 

 

이상적인 생체재료는 생체 내에 이식하였을 때 이물반응 이나 독성반응

과 같은 부작용이 없고 자가 골과 잘 결합되어 신생골의 형성을 촉진함

과 동시에 생체 내에서 점차 분해되어 최종 신생골로 치환되는 생체적합

성과 생체 내 흡수성이 필요하다. 인산칼슘계 화합물에서 HAP와 β-TCP

는 훌륭한 생체적합성과 생체친화성 및 골전도 능력을 지니고 있어 현재 

임상에서 널리 사용되고 있다. hMSCs는 특성상 조골세포, 연골세포, 지

방세포, 신경세포 등 여러 가지 부동한 세포로 분화될 수 있어 생체 외 

실험에서 널리 사용되고 있으며, 합성 세라믹이 hMSCs의 증식과 분화를 

촉진할 수 있다는 연구는 이미 진행된 바가 있지만(26) hMSCs와 WH를 

함께 이용한 실험은 아직까지 진행된 바가 없다. 본 연구에서는 WH의 

생체친화성을 알아보기 위하여 hMSCs를 WH, HAP 및 β-TCP 로 제조한 

원기둥형 시편 위에 분주하고 1, 3, 7일에 각각 MTS assay를 시행한 결과 

hMSCs가 시편 위에서 시간이 지남에 따라 모두 세포증식이 진행 되었으

며, 세 군에서 비슷한 세포증식 양상을 보여주어 WH가 HAP 또는 β-

TCP보다 생체친화성이 뒤떨어지지 않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HAP와 TCP의 골유도능은 기존 연구에서 많이 보고 되었으며(27-30) 

생체 외 및 생체 내 실험에서 TCP가 HAP보다 조금 더 나은 골유도 

능력을 가지고 있다고 알려져 있는데, 이는 TCP가 HAP보다 생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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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에서 더 잘 용해되는 것이 그 원인이라 추정되지만(31, 32), 다른 

연구에서는 TCP가 부동한 함량으로 들어있는 복합체에서 TCP의 

함유량이 골유도 결과에 영향이 없다고 보고 되었다(33). 이는 세라믹의 

용해도가 높을수록 골유도가 잘 되는 것이 아니며 용해와 침적 

(dissolution/precipitation)이 비슷한 속도로 진행할 경우 가장 최적화된 

상태라 할 수 있다(34). 본 연구에서는 ALP assay와 real-time PCR 등 

생체 외 실험으로 WH의 골유도 능력을 평가한 결과 세 군에서 ALP 

활성도는 모두 시간이 지남에 따라 증가 하였으며 군간 차이는 없었다. 

Real-time PCR결과 골분화 과정에서 중요한 지표인 Runx-2의 유전자 

발현 정도는 WH에서 다른 군에 비해 유의하게 높았으며, ALP, COL-I, 

OCN의 발현도 WH군에서 다른 군에 비해 높은 수치를 보여 WH의 

골유도능이 HAP 또는 β-TCP와 비슷하거나 조금 우월함을 확인할 수 

있었다.  

생체 내 에서의 인공골의 골유도능은 자연골이 생기지 않는 부위에 

이식할 경우 신생골의 생성 여부와 생성 정도를 관찰함으로써 평가할 

수 있다. 탈회골기질(demineralized bone matrix)이나 골형성 단백질(bone 

morphogenetic protein) 등 골유도 물질은 이소성 부위(heterotopic site)에 

이식하면 연골 내 골형성(subchondral ossification) 과정을 따르지만(35), 

인산칼슘계 화합물은 주로 골막 내 골형성(intramembranous ossification) 

과정을 통해 직접적인 골형성을 유도한다고 알려져 있다(36, 37). 본 

연구에서는 지름 1mm, 기공 크기가 300µm인 WH, HAP와 β-TCP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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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가지 과립형 물질을 랫드 복부근육 사이에 이식하여 생체 내 골유도 

능력을 관찰하였다. 현재까지 생체 재료로 인한 생체 내 골유도 기전은 

정확히 알려지지 않았지만 기존 연구결과에 따르면 다공성 세라믹을 

생체 내에 이식할 경우 세라믹 표면으로부터 분해된 칼슘, 인 등이 

골형성 단백질과 같은 골유도 물질의 유전자 발현을 향상시켜 

골수유래 줄기세포가 골전구 세포(osteoprogenitor cell)로의 분화를 

촉진하고, 이식재 주위로부터 신생혈관과 조골세포가 다공체 속으로 

자라 들어와 신생골 형성에 기여한다고 알려져 있다(38). 본 연구에서 

복부 이식체 조직검사결과 세 가지 시편에서 모두 다공체 주위에 신생 

혈관의 생성이 관찰되었다. 어떤 동물모델인지도 골유도 결과에 영향을 

주는데, Yang 등은 돼지와 개 등 대동물이 랫드와 가토 등 소동물 보다 

골유도가 더 잘 된다고 보고 하였다(39). 기존 연구에서 랫드 복부근육 

사이에 다공성 HAP 과립을 이식하고 8주 생육한 결과 조직검사상 

신생골의 형성은 관찰되지 않았으나 이식체 주위에 섬유조직과 

연골조직의 생성이 관찰되었다고 보고된 바가 있다(40). 본 연구에서는 

micro-CT 와 조직검사상 세 가지 이식체 주위에 신생골 형성은 

관찰되지 않았지만 이식체 주위에 조골세포와 유사한 세포가 대량으로 

부착되어 있음을 조직검사에서 확인할 수 있어 WH도 생체 내 

골유도가 가능할 것으로 사료된다. 하지만 WH의 생체 내 골유도 

능력에 대한 진일보 평가는 대동물 실험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가장 훌륭한 인공골 재료는 생체 내에서 분해되는 동안 강도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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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정성이 유지되고, 흡수 속도와 신생골 생성 속도가 될수록 일치 

하여야 하며, 이식체가 궁극적으로 신생골에 의해 완전히 치환 되어야 

한다는 것이지만, 이러한 조건을 모두 만족시키는 재료는 아직까지 

합성된 바가 없다. 인산 칼슘계 화합물의 생체 내 분해와 흡수는 

화합물의 조성, 결정과 입자의 크기, 표면적대 체적비, 결정학적 안정성, 

결정화도, 미량원소의 치환 등 여러 가지 요인에 따라 다르게 나타난다. 

기존 연구에서 Ca/P가 낮을수록, 표면적이 증가할수록, 결정과 입자의 

크기가 감소할수록, 결정화가 감소할수록 생체 분해성이 증가 한다고 

알려져 있다(21, 22). 골 이식은 이식부위에 기계적 안정성을 추가하는 

목적으로 사용되기도 하나 많은 경우 골유합을 최종 목적으로 

사용되며 자가 해면골을 이식하는 경우가 이러한 경우인데, 본 

연구에서는 WH의 생체 내 분해성과 골형성 능력을 평가하기 위하여 

과립형 다공성 이식체를 랫드 두개골 결손부위에 이식하였다. Trephine 

bur로 두개골에 지름 8mm의 원형 결손을 만들었으며 이는 자발적으로 

유합이 되지 않는 것이 이미 여러 연구에서 보고 되었다(40, 41). 각 

군에서 이식체를 동일한 양(25mg)으로 이식하였고 시편의 흡수 정도를 

관찰하기 위해 micro-CT 검사에서 최종 남아있는 시편의 양을 동일한 

부피(volume)내 에서 명암차이를 통해 분석한 결과, WH의 흡수 정도가 

HAP와 β-TCP 사이에 있어서 적합한 생체 내 흡수율을 보여 주었다. 

HAP는 골 전도성과 골 친화성은 우수하나 생체 내에 이식하면 거의 

흡수되지 않아 신생골로부터 대체되는 것을 저해하는 반면, β-TCP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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너무 빨리 흡수되어 새로운 뼈가 충분히 생길 때까지 지탱해 주지 

못한다. 본 연구에서 WH의 생체 내 흡수 정도가 HAP와 β-TCP의 중간 

정도인데 이는 WH가 적합한 흡수/침적 속도를 가진 생체흡수 재료일 

거라 사료된다. WH의 Ca/P 비율이 β-TCP보다 낮지만 본 연구에서 

WH가 β-TCP보다 덜 흡수 되었는데 이는 WH가 결정구조에 Mg
2+을 

포함한 것과 관계된다고 생각된다. 기존 연구에서 TCP에 Mg
2+이 

치환될 경우 용해도가 낮아지고(42), HAP에 Mg
2+이 치환될 경우는 

용해도가 증가된다고 보고 되었는데, Mg
2+이 Ca

2+을 소량 치환한 WH의 

구조적 특성으로 인하여 생체 내 용해도가 HAP와 β-TCP 사이에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랫드 두개골 결손모델 micro-CT 검사결과 신생골의 양을 반영하는 

percent bone volume은 시편을 이식한 군들이 대조군에 비해 유의하게 

높았으며, WH의 percent bone volume값이 가장 높았고 β-TCP의 percent 

bone volume값이 가장 낮았지만 시편을 이식한 세 개 군에서 통계적 

차이는 없었다. 이는 WH의 골전도 및 골형성 능력이 HAP 또는 β-

TCP에 비해 뒤떨어지지 않으며, Tb.Sp, DA등 신생골의 quality를 

반영하는 지표들도 시편을 이식한 세 개 군에서 유의한 차이가 없어서, 

신생골의 quality도 WH군이 HAP 또는 β-TCP군에 비해 뒤떨어지지 

않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랫드 두개골 결손 모델 비탈회 조직검사상 

시편을 이식한 세 개 군에서 모두 이식체 주위에 신생골 형성이 관찰 

되었으며 신생골은 성숙된 층판골(lamellar bone)의 형태를 보여주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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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배 현미경 배율에서 관찰하였을 때 WH군은 다른 군에 비해 

신생골이 이식체와 밀접히 연결되어 있었다. 이는 WH가 HAP 및 β-

TCP와 마찬가지로 높은 quality의 신생골 생성을 유도하였으며 이러한 

조직학적 결과는 micro-CT 결과와 일치하였다. 조직검사상 400배 고 

배율에서는 세 가지 이식체 표면에 모두 대량의 조골세포와 유사한 

세포가 부착되어 있음을 관찰할 수 있어 다공성 WH의 골전도능이 

훌륭함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인산칼슘의 골전도능은 많은 연구에서 

제시된 바가 있으며(43-45), 본 연구에서는 생체 내 및 생체 외 실험을 

통하여 WH가 기존에 잘 알려진 HAP 및 β-TCP에 비해 못지 않은 

골유도 및 골형성 능력을 갖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결론적으로 WH는 침전법으로 고순도 및 대량 합성이 가능하고 이미 

실용적으로 활발히 사용되고 있는 HAP와 β-TCP의 앞서 언급한 한계를 

넘어설 수 있는 높은 잠재성을 지니고 있으며, 생체 내에서 합성되어 

저온상으로 존재하고 크기 또한 나노 영역이기 때문에 차세대 

생체재료로써 연구 가치가 매우 높으며, 향후 여러 영역에서 널리 

사용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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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 결론 

 

생체 외 및 생체 내 실험결과 WH는 이미 임상에서 활발히 사용되고 있

는 HAP 및 β-TCP와 비교하여 이에 못지 않은 생체적합성 및 골형성 능

력을 보여 주었다. 특히 생체 내 흡수율은 WH가 생체 내에서 흡수가 잘 

되지 않는 HAP와 생체 내 흡수가 너무 빠른 β-TCP의 중간 정도여서 적

절한 흡수율을 지닌 생체이식 재료로 기대된다. 따라서 이러한 생체적합

성이 뛰어난 나노 재료는 향후 골 이식이나 골 시멘트, 약물 운반체 등 

여러 영역에서 널리 사용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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Ⅶ. 부록 (도표 및 그림) 

  

Table 1. Primers for real-time PCR 

Genes Accession number sequence(5'-3') Product size (bp) 

ALP NM_000478.4 F: ACCATTCCCACGTCTTCACATTT 162 

 
 

R: AGACATTCTCTCGTTCACCGCC 
 

RUNX2 NM_001024630.3   F: AGATGATGACACTGCCACCTCTG 125 

 
 

R: GGGATGAAATGCTTGGGAACT 
 

COL-I NM_000088.3   F: CATCTCCCCTTCGTTTTTGA  109 

 
 

R: CCAAATCCGATGTTTCTGCT  
 

OCN NM_199173.4  F: CAAAGGTGCAGCCTTTGTGTC 150 

 
 

R: TCACAGTCCGGATTGAGCTCA 
 

GADPH NM_002046.5 F: CCTGTTCGACAGTCAGCCG 101 

  

R: CGACCAAATCCGTTGACTC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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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2. Micro CT results of 6 weeks after rat calvarial defect implantation.  

Group 

(n = 7) 
CV BV/TV BS/BV Tb.Pf SMI Tb.Th Tb.N Tb.Sp DA 

Sham 0 
10.36 

±7.45 

27.05 

±11.17 

-0.14 

±9.84 

0.42 

±1.36 

0.14 

±0.03 

0.67 

±0.40 

0.34 

±0.01 

0.74 

±0.07 

WH 700 
3.23 

±0.68 

24.98 

±5.48 

58.24 

±12.74 

-5.60 

±1.92 

1.11 

±0.08 

0.09 

±0.02 

2.74 

±0.45 

0.18 

±0.02 

0.56 

±0.06 

HAP 945 
4.05 

±0.53 

22.55 

±4.10 

71.77 

±10.33 

-6.42 

±2.97 

1.18 

±0.23 

0.08 

±0.01 

2.79 

±0.50 

0.16 

±0.02 

0.52 

±0.01 

β-TCP 1050 
3.05 

±0.71 

20.66 

±5.41 

64.99 

±8.84 

-5.03 

±3.28 

1.30 

±0.07 

0.09 

±0.01 

2.21 

±0.05 

0.19 

±0.04 

0.54 

±0.09 

 

The carrier volume (CV) in the calvarial defect was HAP945 > WH700 > β-

TCP1050, demonstrating that the resorbability of WH was between HAP and β-

TCP. The values of BV/TV were higher in the implant inserted groups than in the 

sham group (p < 0.05). Among implanted groups, WH700 induced the highest 

level of BV/TV, whereas β-TCP1050 had the lowest value of BV/TV. The BS/BV 

and the Tb.N were also higher in the implanted groups than the sham group (p < 

0.05), whereas three implanted groups had similar levels of Tb.N. Both the Tb.Sp 

and DA values were lower in the implant groups than in the sham group (p < 0.05), 

but no significant difference among three kind of implanted groups (p > 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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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1. Synthesis of homogeneous phase of whitlockite (WH: Ca18Mg2(HPO4)2 -

(PO4)12) nanoparticles on a mass scale.  

a: Synthesized WH nanoparticles on a gram scale from a 1 L batch according to 

our recently developed method.  

b: Confirmation of homogeneous phase of WH nanoparticles from XRD analysis. 

Synthesized WH nanoparticles (black) showed identical peak positions with 

reported peak positions of WH from the JCPDS 70-2064 (magenta).  

c: Homogeneous morphology of WH nanoparticles, observed by FESEM.  

d: Rhombohedral shape of WH nanoparticles with approximately 50 nm size from 

HRTEM observ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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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2. Cylindrical pellets (diameter: 10 mm and height: 2mm) made from a: 

whitlockite (WH), b: hydroxyapatite (HAP) and c: β-tricalcium phosphate (β-

TCP). WH, HAP and β-TCP were sintered at 700 °C, 945 °C, and 1050 °C, 

respective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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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3. Porous bioceramic implants made from a: whitlockite (WH), b: 

hydroxyapatite (HAP) and c: β-tricalcium phosphate (β-TCP) particles. WH, HAP 

and β-TCP were sintered at 700 °C, 945 °C, and 1050 °C, respectively. From the 

optical microscopic observation, porous implants had average length and pore 

diameter approximately 1 mm and 300 μ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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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4. Surgical procedure of rat abdominal intramuscular pouch implantation.  

a: Midline longitudinal skin incision. 

b: 6 intramuscular pouches were made. 

c: 15 mg of ceramics were inserted in each pouch. 

d: The pouches were closed by nylon sut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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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5. Surgical procedure of rat calvarial defect model.  

a: Diameter of 8mm calvarial defect was made by trephine bur. 

b: After hemostasis and irrigation, 25 mg ceramics were inserted evenly into the 

defect si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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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6. MTS assay result. Cells were proliferated on the three kind of ceramic 

pallets time-dependently. There was no significant difference among three groups 

at 1, 3 or 7 days (p > 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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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7. ALP activity was normalized by protein concentration. ALP activity was 

increased time-dependently in all of the three groups, but there was no significant 

difference among three groups at 3, 7 or 10 days (p > 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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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8. Real-time PCR at 14 days after osteoinduction showed that Runx-2 was 

significantly higher in WH group than other groups (*p < 0.05). Although ALP, 

COL-1 and OCN showed highest values in WH group, there was no statistical 

difference among three groups (p > 0.05). (ALP: alkaline phosphate, Runx-2: 

runt-related transcription factor 2, COL-I: collagen-I, OCN: osteocalc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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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9. Micro-CT images of abdominal intramuscular implantation showed that 

there was no new bone formation among or around the three kinds of implanted 

ceramics.  

 

WH 700 (a); b: HAP 945 (b); c: β-TCP 1050 (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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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10. Micro-CT images of rat calvarial defect model, 6 weeks after 

implantation. New bone formations (marked with yellow arrows) were observed 

around all WH700, HAP945, and β-TCP1050 implants (marked with red arrows), 

while there was no bone regeneration at the center of the sham group. Newly 

formed bones had similar contrast levels with surrounding calvarial bones, while 

they showed lower contrast levels than artificial bioceramic implants. 

 

 

Coronal (a, b, c, d) and sagittal (e, f, g, h) images.  

Sham (a, e), WH700 (b, f), HAP945 (c, g), β-TCP1050 (d, 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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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11. Decalcified histology of rat abdominal intramuscular pouch impla-

ntation after 8 weeks.  

There was no new bone formation observed in any of the four groups, but large 

amount of osteoblast-like cells and monocytes were adhered to the implanted 

ceramics in high magnification (×200).  

 

 

Sham (a: ×50), WH 700 (b: ×50), HAP 945 (c: ×50), and β-TCP 1050 (d: ×50). 

(Yellow arrow: implanted ceramic; rectangular box: magnified a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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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am (e: ×200), WH 700 (f: ×200), HAP 945 (g: ×200), and β-TCP 1050 (h: 

×200). (Yellow arrow: implanted ceramic; red arrow: cells attached to the 

cerami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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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12. Undecalcified histological results of rat calvarial defect model, 6 

weeks after implantation. All groups were analyzed by three magnifications 

(×12.5, ×40 and ×400). 

New bone formations were observed around the implanted ceramics in all WH700, 

HAP945, and β-TCP1050 groups (×12.5, ×40). In high magnification images 

(×400), plenty of osteoblast-like cells were attached to the implanted ceramics. 

 

 

Sham (a: ×12.5), WH700 (b: ×12.5), HA945 (c: ×12.5), and β-TCP1050 (d: 

×12.5). (Sky blue C: calvarial bone; yellow arrow: implanted ceramic; red arrow: 

newly formed bone).  

 



48 

 

Sham (e: ×40), WH700 (f: ×40), HA945 (g: ×40), and β-TCP1050 (h: ×40). (Sky 

blue C: calvarial bone; yellow arrow: implanted ceramic; red arrow: newly 

formed bo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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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am (i: ×400), WH700 (j: ×400), HA945 (k: ×400), and β-TCP1050 (l: ×400). 

(Sky blue C: calvarial bone; orange arrow: fibrous tissue; blue arrow: osteoblast-

like cell; green arrow: monoc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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Ⅷ. Abstract 

 

GUANGBIN ZHENG 

 

Department of Orthopedics 

 

The Graduates School 

Seoul National University 

 

Objective: In vitro and in vivo evaluation of the biocompatibility and osteogenic 

capacity of whitlockite (WH: Ca18Mg2 (HPO4)2(PO4)12), by comparing with the 

well-known hydroxyapatite (HA: Ca10(PO4)6(OH)2) or beta tricalcium phopshate 

(β-TCP: Ca3(PO4)2)  

Methods: 

1. WH, HAP and β-TCP were synthesized and fabricated into cylindrical pellets 

(diameter: 10 mm, height: 2 mm) for in vitro study, and porous type granules 

(diameter: 1 mm, pore size: 300 µm) for in vivo study.   

2. For in vitro study, human mesenchymal stem cells (hMSCs) were cultured and 

seeded on the top surfaces of WH, HAP and β-TCP cylindrical pellets. MTS (3-

(4,5-dimethylthiazol-2-y)-5-(3-carboxymethoxyphenyl)-2-(4-sulfophenyl)-2H-tet-

razolium, inner salt) assay was conducted at day 1, 3 and 7 after seeding, to 

evaluate the biocompatibility. To evaluate the osteoinductivity of WH, hMSCs 

were seeded on the surface of three kinds of cylindrical pellets and cultured in 

osteogenic media. Alkaline phosphatase (ALP) assay was performed at 3, 7 a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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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days after osteoinduction. At 14 days after osteoinduction, real-time PCR was 

used to analyze cellular gene expression levels related to osteogenic differ- 

entiation and bone mineralization, including ALP, runt-related transcription factor 

2 (Runx-2), collagen-I (COL-I) and osteocalcin (OCN). 

3. For in vivo study, rat abdominal intramuscular pouch implantation and rat 

calvarial defect implantation models were used. The animals were divided into 

four groups including sham, WH, HAP and β-TCP groups. After 8 weeks of rat 

abdominal intramuscular implantation and 6 weeks of rat calvarial defect 

implantation surgeries, the animals were sacrificed. The osteogenic capacity of 

three kinds of ceramics was evaluated by micro-CT and histology. 

    

Results:  

1. The results of MTS assay showed that hMSCs proliferated time-dependently in 

all of the three groups, but there was no significant difference among three 

groups. The ALP activity was increased time-dependently at 3, 7, 10 days in all 

of the three groups, but there was no significant difference among three groups. 

The results of real-time PCR at 14 days showed that the gene expression of 

Runx-2 was significantly higher in WH group than other groups. However, there 

was no significant difference among three groups in the gene expression of ALP, 

COL-I or OCN.  

2. New bone formation was not observed in rat abdominal intramuscular pouch 

implantation model in any group by micro-CT examination. In rat calvarial defect 

model, micro-CT results showed that the resorbability of WH was between HAP 

and β-TCP. In addition, percent bone volume (BV/TV) was higher in the impla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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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serted groups than in the sham group. Trabecular separation (Tb.Sp) and degree 

of anisotropy (DA) were lower in the implant-inserted groups than in the sham 

group, but no significant difference among three implanted groups. There was no 

significant difference in trabecular bone pattern factor (Tb.Pf), trabecular 

thickness (Tb.Th) and structure model index (SMI) among four groups. In 

histological results, newly formed bone was not observed in rat abdominal 

intramuscular pouch implantation model, but plenty of osteoblast-like cells were 

attached to the surface of the three kinds of implanted ceramics in high-

magnification images. In rat calvarial defect model, new bone formation was 

observed around the ceramics in all of the three implanted groups, plenty of 

osteoblast-like cells were attached to the implanted ceramics in high-

magnification images. 

 

Conclusions: Based on the results of in vitro and in vivo studies, the 

biocompatibility and osteogenic capacity of WH were similar or slightly higher 

than HAP or β-TCP. In addition, the resorbability of WH was intermediate 

between HAP and β-TCP, which indicates appropriate resorbability of WH when 

comparing to HAP or β-TCP, as the HAP was resorbed too slowly, but β-TCP 

was resorbed too fast in vivo. These results suggest the potential use of WH as 

artificial bone graft material, bone cement or in drug delivery in the future.   

……………………………………………………………………………… 

Key words: whitlockite, hydroxyapatite, β-tricaltium phosphate, biocompatib- 

il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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