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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초록

인산완충수용액 중에서

OSTEON™의 용해도 평가

서미경

서울대학교 치의학대학원

치의학과

이상인산칼슘은 수산화아파타이트를 생분해성 재료인 β-제삼인산칼슘

[β-Ca3(PO4)2]과 혼합하여 사용함으로써, 수산화아파타이트의 체내 안정성

과 β-제삼인산칼슘의 생분해성을 결합하고자 하는 재료이다. 이상인산칼

슘은 이식부에서 점차적으로 용해되어 칼슘이온과 인산이온을 방출함으로

써 표면에 저결정성 탄산아파타이트를 형성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이는 수혜부의 골과 직접적으로 강한 결합을 형성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이상인산칼슘인 (주)제노스사의 OSTEON™을 인산완충

수용액에 침적 시 무게변화와 칼슘 및 수산화 이온의 변화를 통하여 이

제품의 분해거동을 알아보고자 했다.

(주)제노스사의 OSTEON™ 시리즈 중 입자크기가 1.0 - 2.0mm 범위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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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품을 실험에 사용하였으며 이를 0.2g씩 분주하여 총 12개의 시편을 준

비하였다. 분주된 시편들은 각각 pH7.4로 제조한 인산완충수용액에 침적

하였다. 이 시편들은 3개씩 총 4개의 그룹으로 나누었으며, 각 그룹은 침

적시점으로부터 1W, 2W, 3W, 4W가 지난 후 용액과 OSTEON
™
시편을

분리하였다. 분리된 OSTEON
™
시편은 건조 시킨 후 무게를 측정하여 무

게 변화를 평가하였으며, 인산완충수용액은 칼슘이온농도와 수산화이온농

도 변화를 평가하였다.

실험 결과 OSTEON
™
시편의 무게는 시간에 따라 감소하였으며 인산완

충식염수 용액의 pH값은 큰 변화를 보이지 않았고, 칼슘이온 농도는 시

간에 따라 증가하였다. 따라서 OSTEON™ 시편의 무게변화는 β-제삼인산

칼슘의 용출로 인한 것으로 추정되며, 무게변화는 칼슘이온의 변화에 크

게 의존적인 것으로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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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합성골은 자가골 이식에서 나타날 수 있는 병적 상태, 통증, 이식할 수

있는 양이 제한되어있는 문제나, 동종골이식에서 나타날 수 있는 술 후

감염, 질병 전파의 위험성 등의 합병증을 줄일 수 있는 재료로 널리 이용

되어왔다 [1,2]. 이들 중 수산화아파타이트[C10(PO4)6(OH)2]는 대표적인 합

성골로 합성방법, 기계적 강도, 지지체로의 사용 등 다양한 방면으로 연구

되고 있다 [1,3,4].

수산화아파타이트는 생분해성이 낮은 안정적인 재료로 오랫동안 골 형

성을 위한 지지체로 작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는 반면, 생분해성이 낮

아 골 형성능이 낮다는 단점을 가지고 있다 [5-7].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

기 위해 이상인산칼슘 즉, 수산화아파타이트를 생분해성 재료인 β-제삼인

산칼슘[β-Ca3(PO4)2]과 혼합하여 사용함으로써, 하고자 하는 재료가 개발

되수산화아파타이트의 체내 안정성과 β-제삼인산칼슘의 생분해성을 결합

었다. 이러한 이상인산칼슘은 빠르게 골 형성을 유도하는 동시에 골 이식

재가 지속적으로 용출되도록 한다 [8,14-16].

이상인산칼슘은 이식부에서 점차적으로 용해되어 칼슘이온과 인산이온

을 방출함으로써 표면에 저결정성 탄산아파타이트를 형성하는 것으로 알

려져 있으며, 이는 수혜부의 골과 직접적으로 강한 결합을 형성할 수 있

다 [8-10,14,17,18]. 이러한 점에서 이상인산칼슘은 골 형성 능력이 떨어지

는 수산화아파타이트보다 강점을 보인다 [8,11-13,14].

(주)제노스의 OSTEON™은 해면골과 유사한 다공성 구조를 가진 합성

골이식재이다. 이는 수산화아파타이트 70%와 β-제삼인산칼슘 30%으로

이루어져있으며, 다공성의 수산화아파타이트 지지체에 β-제삼인산칼슘이

코팅되어있다. OSTEON™은 생분해 속도가 느린 수산화아파타이트 지지



- 2 -

체를 사용하여 장기적인 지지체 역할을 가능하게 함과 동시에 β-제삼인

산칼슘을 코팅함으로써 저결정성 탄산아파타이트가 형성되게 하여 빠르게

골유착이 되도록 한 치과용 골이식재로 임상에서 널리 이용되고 있다

[8,14].

OSTEON
™
의 두 성분 중 β-제삼인산칼슘이 용출되어 나올 경우 칼슘

이온과 인산이온으로 용해되어 나올 것이며, 수산화아파타이트가 용출되

어 나올 경우 칼슘이온과 인산이온, 수산화이온으로 용해되어 나올 것이

다[16,20]. 따라서 수산화아파타이트나 β-제삼인산칼슘이 용출되어 나올

경우 시편의 질량의 변화에 동반하여 칼슘이온, 인산이온, pH에 변화가

생길 것이며, 이를 통해 OSTEON™시편이 실제 어떻게 분해되는가를 파

악할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주)제노스사의 OSTEON™을 인산완충수용액에 침적 시

무게변화와 칼슘 및 수산화 이온의 변화를 통하여 실제로 OSTEON™에서

β-제삼인산칼슘이 주로 용출되는 가를 평가함으로써 이 제품의 분해거동

을 알아보고자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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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실험 방법

2-1. 실험 재료

(주)제노스사의 OSTEON
™
시리즈 중 입자크기가 1.0 - 2.0mm 범위인

제품을 실험에 사용하였다. OSTEON
™
과립을 0.2g씩 분주하여 총 12개

의 시편을 준비하였다( : i는 initial을 의미한다.).

2-2. 실험 방법 및 측정

분주된 시편들은 각각 pH7.4로 제조한 30ml의 인산완충수용액에 침적

하여 인큐베이터에 보관하였다. 시편들은 3개씩 총 4개의 그룹으로 나누

었으며, 그룹1W(W는 week를 의미한다.)은 침적 시점으로부터 1주 후, 그

룹2W는 2주 후, 그룹3W은 3주 후, 그룹4W는 4주 후에 용액과 OSTEON

™ 시편을 분리하였다. 각 그룹 내에서는 3개의 시편을 시편1, 시편2, 시편

3으로 명명하였다.

분리된 OSTEON™ 시편은 증류수로 세척하고, 일주일간 70℃ 오븐에서

건조 시킨 후 무게를 측정하였다( : f는 final을 의미한다.). 실험 후의

용액은 칼슘측정기(HORIBA #6583-10C)를 이용하여 칼슘이온농도를 측

정하였다. 용액의 수산화이온농도 변화를 평가하기 위해 pH미터

(HORIBA D-23)를 이용하여 36.5℃에서 pH를 측정하였다. 이때 시편이

침적되지 않은 인산완충수용액을 대조군으로 사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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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분석

인산완충수용액에 침적한 시간에 따른 OSTEON
™
시편의 무게변화를

평가하기 위해 침적 전 무게에 대한 침적 후 무게의 비율( )을 구하

여 상대적인 무게변화를 파악하였다. 실험결과는 각 그룹에 해당하는 3개

시료의 평균값과 표준편차를 구하여 분석 하였다. 시편 침적 후 인산완충

수용액의 pH와 칼슘이온 농도 역시 그룹별 평균값과 표준편차를 이용하

여 분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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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실험 결과

OSTEON
™
시편의 무게변화와 관련된 결과를 표 1에 나타내었다. 각 시

편의 인산완충수용액에 침적 전 무게( ), 해당시간 동안 침적 후 무게

(), 침적 전 무게에 대한 침적 후 무게의 비율( )에 대한 평균±

표준편차를 측정한 결과이다.

그림 1은 침적 전 무게에 대한 침적 후 시편 무게비율() 변화를

시간에 따라 측정한 것이다. 각 그룹에 대한 평균값으로 그래프를 나타내

었으며, 0주차 에는 무게변화가 없으므로 를 1로 나타내었다.

실험결과 시간에 따라 시편의 무게가 점차적으로 감소하고 있음을 확인

할 수 있었다. 침적 전 무게에 대한 침적 후 무게의 비율은 4주 동안 1에

서 0.9928±0.0020까지 감소하였다. 4주 후의 평균 무게감소량은

0.0014±0.0004g으로 본래 시편 무게의 평균인 0.2002g의 0.7158±0.2008%

가 감소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 6 -



- 7 -

그림 1. 침적 시간에 따른 OSTEON™시편의 무게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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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W 2W 3W 4w

시편 1 7.40 7.41 7.37 7.39 

시편 2 7.39 7.40 7.39 7.39 

시편 3 7.40 7.41 7.40 7.40 

평균 7.40 7.41 7.39 7.39

표준편차 0.01 0.01 0.02 0.01

표 2. 침적 시간에 따른 인산완충수용액의 pH 변화

표 2는 인산완충수용액 중에 OSTEON
™
시편을 해당 시간동안 침적한

후 인산완충수용액의 pH값의 측정결과이다. 해당하는 결과값을 그림 2에

표시하였으며, 시편 침적 전의 인산완충수용액의 pH인 7.4를 대조군으로

사용하였다. 실험 결과 pH는 시간에 따라 거의 변화가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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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침적시간에 따른 인산완충수용액의 pH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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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W 2W 3W 4W

시편 1 70.6 86.1 111.5 127.5 

시편 2 71.2 91.0 111.0 124.0 

시편 3 66.0 83.6 97.4 127.5 

평균 69.3 86.9 106.6 126.3 

표준편차 2.8 3.8 8.0 2.0

표 3. 침적 시간에 따른 인산완충수용액 내의 칼슘이온농도 변화 (μg/L)

표 3은 각 그룹별로 해당시간이 지난 후 인산완충수용액의 칼슘이온농

도를 측정한 값이며, 평균값±표준편차로 나타내었다. 그림 3은 이를 그래

프로 나타낸 것이다. 실험결과 칼슘이온농도가 시간에 따라 점차적으로

증가한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인산완충수용액 내에 OSTEON
™
시편을 4

주간 침적한 결과 평균 126.3±2.0 μg/L의 칼슘이온이 용출 되었으며 이는

침적 전 시편의 평균 무게인 0.2002±0.0003g의 0.0019±0.0000%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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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 침적시간에 따른 인산완충수용액 내의 칼슘이온농도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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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토의

(주)제노스의 OSTEON
™
은 수산화아파타이트 지지체에 β-제삼인산칼슘

이 코팅되어있는 제품이다. 대표적인 합성골 이식재인 수산화아파타이트

는 체내 용해도가 낮아 골형성을 위한 지지체로 안정되게 작용할 수 있으

나, 골형성능이 낮은 단점을 가지고 있다 [5]. OSTEON
™
은 용해도가 낮

은 수산화아파타이트 지지체 표면에 용해도가 높은 재료인 β-제삼인산칼

슘을 코팅한 재료로 빠른 골 유착이 가능하도록 한 제품이다.

OSTEON™ 중 수산화아파타이트를 인산완충수용액에 침적시에는 칼슘

과 인산, 수산화 이온이 용출되며, 그 결과 시편의 무게는 감소하게 되며,

칼슘이온의 농도는 증가하고 수산화이온으로 인해 pH는 증가하게 된다.

반면 β-제삼인산칼슘의 경우에는 칼슘과 인산 이온으로 용출되고, 따라서

시편의 무게는 감소하고 칼슘이온의 농도는 증가하지만 수산화 이온의 변

화가 없다 [16].

실험결과 OSTEON™시편의 무게는 시간에 따라 감소하였으며 인산완충

식염수 용액의 pH값은 큰 변화를 보이지 않았고, 칼슘이온 농도는 시간

에 따라 증가하였다. 따라서 OSTEON™ 시편의 무게변화는 β-제삼인산칼

슘의 용출로 인한 것으로 추정되며, 무게변화는 칼슘이온의 변화에 크게

의존적인 것으로 알 수 있다.

본 실험결과로는 예상과 달리 침적시간에 따른 무게변화가 크지 않았는

데, 이는 정역학적 상황에서 실험했기 때문이라고 생각되며 실제 체내에

서는 동역학적인 상황이기 때문에 본 실험결과와 상이한 결과가 도출될

것이라고 예상된다. 동역학적 상황인 인체 내에서는 본 실험결과보다 무

게변화가 더 클 것으로 예상된다 [21]. 또한 인체 내에서는 효소나 체내

이온 조성에 의해 골이식재의 용출양상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인체 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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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용출양상이 어떠한가는 추가적인 실험이 필요하다 [16,22].

본 실험의 단점은 정확한 칼슘이나 인산 이온의 변화를 측정할 수 없었

는데, 후속 연구에서는 유도결합플라스마 원자방출분광기(ICP-AES)를 이

용하여 좀 더 정밀한 변화를 확인해볼 필요가 있다. 또한 골전도도의 평

가를 위해 사람의 체액과 유사한 의사체액(SBF) 중에서 실험한 후 전자

현미경을 이용하여 OSTEON
™
시편의 표면에 저 결정성 아파타이트가 형

성되는 것을 확인해볼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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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Solubility evaluation of OSTEON™

in phosphate-buffered saline

Seo, Meekyung

Department of Dentistry

School of Dentistry

Seoul National University

Biphasic calcium phosphate(BCP) is a synthetic bone material

composed of hydroxyapatite(HAp) and β-tricalcium phosphate(β-TCP).

By combining two materials, BCP can take both stability of HAp and

biodegradability of β-TCP.

BCP dissolves HAp and β-TCP gradually after implantation,

subsequently lead to the precipitation of low crystalline hydroxyl

carbonate apatite. Low crystalline hydroxyl carbonate apatite can

develope a strong direct bond with host bone surface and consequently

create a strong interface compared to biotolerant or bioinert materia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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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aim of this study was to evaluate the dissolution property of

OSTEON
™
, by examining the change of weigh of specimen and

concentration of calcium and hydroxyl ion.

Among OSTEON
™
series, a product that had 1.0-2.0mm particle size

was used in experiment. The material was divided into 12 specimens

and each weight was 0.2g. The specimens were immersed in

phosphate buffered saline(PBS) at pH7.4 respectively. The specimen

was divided into 4 groups and each group had 3 specimens. After

several weeks from immersed point, the OSTEON™ particle separated

from PBS. Each groups had different soaking time. We evaluated the

weight change of OSTEON™ particle and the concentration change of

calcium and phosphate ion in PBS.

According to the result of this study, the weight of OSTEON™

decreased, concentration of calcium increased and concentration of

hydroxyl ion showed no change. In conclusion weight change of

specimen was attributed to dissolution of β-TCP and weight change is

depend on concentration change of calcium ion.

………………………………………………………………………………
Keywords : biphasic calcium phosphate, OSTEON™. hydroxyapatite, β

-tricalcium phosphate, low crystalline hydroxyl carbonate

apati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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