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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목 적
이 연구의 목적은 임플란트 지대주 주변 연조직의 타이타니아 나노튜브
의 효과를 평가하기 위하여 사람 치은섬유아세포의 나노튜브의 지름에
따른 형태와 기능변화를 관찰하고자 한다.
2. 방 법
2014년

8월부터 9월에

걸쳐 서울대학교 치과병원 치주과에서 건강한

20대의 2명의 자원자로부터 임상치관연장술중에 치은을 제공받았다. 이
치은으로부터 섬유아세포를 분리하였다.
총 144개의 타이타니아 나노튜브박막을 전기연마군, 지름30나노미터,
지름70나노미터, 지름100나노미터 4가지군으로 나누었다. 각각의 접촉
각과 거칠기를 측정한 후에 치은아세포를 각 군에 배양하였다. 세포의
방향성을 면역화학적 분석법으로 24시간과 7일 후에 평가하였으며 세포
의 증식을 MTT분석법으로 24시간, 3일, 7일후에 평가하였다. 세포의
부착을 평가하기위하여 하루동안 배양한 후 느슨하게 부착된 세포를

제거한 후 Live-Dead bacterial vitality분석법으로 분석하였다.
비모수적인 방법으로 평가하였으며 두 군사이의 차이를 Mann-Whitney
test로 세군이상의 차이를 Kruskal-Wallis test로 평가하였다.
3. 결 과
나노튜브의 직경이 늘어남에 따라 접촉각은 감소하는 양상이 보였으며
거칠기와 세포의 증식, 방향은 나노튜브군과 전기연마군이 유의한 차이
를 보였다.
4. 결 론
나노튜브상의 배양은 사람 치은섬유아세포의 형태와 기능에 변화를 주는
것 같다. 그것이 임플란트 주위 연조직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지는 명
확하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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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1987년 Mombelli 등[1]이 1년 이상 유지된 오버덴쳐 착용 환자의 임
플란트 중 6밀리미터 이상의 치주탐침깊이를 가지고 농과 함께 골소실
이 방사선적으로 관찰된 군을 실패한 군으로 정의 한 후에 세균분석을
시행한 결과 이러한 병증을 임플란트 주위염이라는 단어로 정의하였다.
그 후에 여러 학자들에 의해 세부적으로 연구되어 2013년 미국치주과학
회에서는 임플란트 주위질환이라는 큰 범주아래 임플란트 주위 연조직에
염증이 있는 임플란트주위점막염과 연조직과 함께 치조골의 소실까지 있
는 임플란트주위염으로 분류하였다.[2] 그 분류에 의하면 임플란트 주위
점막염은 탐침깊이 4미리미터 이상과 탐침시 출혈이 일어나며 방사선
사진상 골소실이 보이지 않는 경우이고 가역적이며 임플란트 주위염은
탐침시 출혈과 함께 골소실이 동반된 경우이다. 임플란트주위조직질환의
진행은 치주병원균의 부착에 의한 염증반응에 의해 시작된다. 이러한 염
증반응은 임플란트 주위조직의 방어막을 상실케하고 세균들이 임플란트
표면을 따라내려가 계속적인 염증과 골소실을 유발하게 된다.
Berglundh등[3]은 동물실험에서 치아주위주직과 임플란트 주위조직을
비교한 결과 두 조직 모두 높은 정도로 각화된 상피를 가지고 있고 접합
상피가 에나멜질이나 티타늄표면에 부착되어 있는 것을 보여주었다. 그
러나, 임플란트주위조직의 교원섬유는 치아 주위조직과 다르게 임플란트
식립체에 평행하게 주행한다고 하였다. 두 조직 모두 거의 같은 형상을
지니고 있고 정기적인 치태제거로 잘 유지되는 것으로 보아 정상치은과
임플란트 주위점막이 치은연하치태의 형성을 방해하는 잠재적인 능력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보고하였다. 임플란트의 점막관통부위의 조직은
정상치은조직과는 다르게 교원섬유의 주행방향이 다르고 결합조직부의
혈관과 섬유아세포의 수도 적다. 따라서, 임플란트 주위 조직은 연약한
연조직부착을 지니게 된다. 이러한 약하게 부착된 연조직은 세균침입에
취약점이 된다. 이러한 연조직부착을 Abrahamsson등[4]이 연조직장막
(mucosal barrier)이라고 언급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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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조직장막의 중요성은 여러 연구에서 보여주고 있다. Tonetti등[5]은
자연치아주위조직과 임플란트 주위조직의 면역화학적 분석결과 모두에서
비슷한 정도의 면역세포수와 종류, 염증정도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였
고 기능적으로

두 부위가 비슷하며 임플란트의 장기간의 성공을 위해서

는

주위조직의

임플란트

국소적

면역반응이

중요하다고

하였다.

Adonogianaki등[6]도 치은열구액과 임플란트 주위 열구액을 비교 분석
한 결과 비슷한 결과를 얻었다. Lindhe등[7]은 임플란트 주위조직이 자
연치은과 비슷한 국소적인 면역반응을 보이는 것으로 보아 임플란트의
장기적 유지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하였다.
연조직 장막의 견고함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재료,거칠기,표면처리 같은
여러 차원에서의 접근이 이루어졌다. 임플란트 지대주 재료의 경우
Abrahamsson등[8]은 금합금은 염증세포 침윤이 많고 기저골의 소실이
있어 연조직장막에 좋지않고 타이타늄과 세라믹은 적절한 연조직 부착이
일어났다고 하였다. 그리고 Welander등[9]는 타이타늄과 지르코니아는
좋은 부착을 보였으나 금합금이 좋지 않다는 연구결과를 보고 하였다.
Linkenvicius등[10]이 시행한 systematic review에서 9개의 연구가
채택되었는데 금합금과 타이타늄은 어느 것이 더 우월하진 명확하지 않
으며 조직학적 소견으로는 지르코니아가 가장 우수하게 나왔다고 결론
지었다.
재료의 차이와 함께 표면의 거칠기 또한 변수가 될 수 있다. Quirynen
등[11]은 거칠기가 낮아 질수록 세균의 부착도 낮아지나 상피나 결합조
직의 부착도 낮아진다고 기술하였고 그 균형점을 찾아

역치 거칠기로

명명하였다. Norowski등[12]은 임플란트 주위조직질환을 피하기 위한
여러가지 표면처리법의 연구를 몇가지로 분류하였다. 첫번째로, 세균의
부착을 막기위한처리법으로 강한 친수성의 표면, 결정화된 티타늄 표면,
여러가지 이온처리법을 제시하고 그 한계점을 소개하였다. 두번째로 표
면에 약제를 공유 결합시켜 항상 항균성을 유지 시키는 것으로 장시간의
항균성을 지니지만 이러한 특성 자체가 조직반응에 좋지 않을수 있다고
하였다. 세번째로 타이타니아(TiO2)표면 자체가 가지고 있는 항균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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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하는 것인데 타이타니아 표면에 자외선을 8분 이상 쬐면 75-95%
의 세균이 사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빛의 투과성에 따른 도달
범위때문에 그 적용에 한계가 있다.

네번째, 미량의 은이온이나 아연

이온은 항균효과를 가지고 있으나 세포독성을 가지고 있지 않은 것을 이
용하는 것인데 화학적 증기 침착법으로 임프란트 표면에 침착시킬수 있
다. 그러나 이 방법은 효과가 명확하지 않다. 다섯번째로 항생제를 지속
적으로 방출시키는 표면처리법이다. 생체 내에서 녹는 물질을 운반자로
지속적으로 항생제를 유리시키는 방식이다. 지속시간에 한계가 있기 때
문에 임플란트 주위질환이 발병했을때 기능하지 않을 수 있고 병원성이
아닌 정상세균총까지 영향을 받을 수 있다. 마지막으로 나노 또는 마이
크로 수준에서 물리학적 구조를 두는 방법이다. Nevins등[13,14]은
Laser-Lok®이라고 명명한 마이크로 레벨의 표면처리의 임플란트 지대
주를 사람과 동물에 적용한 결과에 대하여 보고하였다. 그것은 레이져로
음각한 마이크로 단위의 틈을 가지고 있는데 그것은 변연골 흡수를 야기
하는 상피세포의 치근단 이동을 방해하는 유익한 교원섬유의 진행방향
가지게 한다고 하였다.
나노단위의 구조물들은 세포레벨에서 여러가지 행동을 제어하는 것으로
나타났다.[15] 임플란트의 골유착과 관계하여 조골세포에서의 연구가
많이 이루어졌는데

세포의 분화, 부착, 증식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나노크기의 구조물을 만드는 방법이 여러가지가 소개
되고 있다.
티타늄 표면의 산화막인 타이타니아는 20년이상 재료공학 분야에서 연
구된 재료이다. 태양광발전, 전기염색, 김서림방지, 자가세척등 넓은 분
야에서 폭넓게 적용되어 왔다. 이러한 특징적인 효과를 지닌 타이타니아
의 표면적을 넓게하기 위하여 나노크기의 구조물을 만드는것이 넓게 사
용되기 시작하였고 나노구조물간의 크기 차이를 만들어 주위를 둘러싸고
있는 물질의 전기적, 물리, 화학적 변화를 제어하게 되었다. 전기화학적
인 방법으로 타이타니아를 처리할경우 여러가지 정도의 표면성상을 지니
게

되는데

전기연마,

조밀한

산화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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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리된

산화층(nanotube,

nanopore), 불규칙한 정리되지 않은 나노튜브등으로 나눌 수 있다. 다
른 규칙적인 나노구조물을 만드는 방법과와는 다르게 전기화학적 산화방
법으로 간단하게 스스로 생성되어 만드는 장점이 있어 대규모로 생산할
수 있는 영역에 유리하다.[16]
2008년 연구[17]에서 나노튜브의 직경을 조절함으로 세포의 상호작용
을 조절함을 발견했는데 간엽세포를 나노튜브상에 배양한 결과 15나노
미터크기에서는 강한 세포부착, 증식, 분화를 보여주었고 100나노미터에
서는 세포사멸을 나타냈다. 같은 연구자들의 다른연구에서는 간엽세포뿐
아니라 혈관내피세포[18], 조골세포[19]에서도 직경에 따라 상호작용을
보여주었다. 또한, 타이타니아 나노튜브의 성상은 무엇을 담을 수 있는
캡슐모양으로 제안되어 연구가 진행되었다. 약제를 튜브상에 저장하여
튜브를 막으후 빛, 전기, 방사선등 여러가지 자극으로 약제의 적용시기
를 조절할 수 있고 튜브를 막는 재질을 다양하게 하여 약제의 해리를 일
정하고 길게 가져가게 하는 방법도 소개되고 있다.[20]
본 연구의 목적은 타이타니아 나노튜브를 치과용 임플란트의 지대주에
적용하여 임플란트 주위 연조직의 견고성을 향상시킬 수 있는 가능성을
알아보고 여러가지 직경에서의 사람치은섬유아세포의 행동과 기능을 평
가하여 필요한 자료를 얻고자 한다.

2.재료와 방법
2. 1. 세포 획득 및 배양
2014년 8월부터 9월 사이에 서울대학교 치과병원 치주과에서 임상치관
연장술을 시행한 환자 2명을 대상으로 치은조직을 채취하여 분리하였다.
이러한 과정은 서울대학교 치과병원의 실험윤리위원회의 승인을 받았다.
섬유아세포는 10% Fetal bovine serum과

1% 항생제를 넣은 MEM

alpha(Life technology, Grand Island, NY, USA)배양액에서 배양하였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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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2. 타이타늄 호일의 준비
타이타늄 호일표면에 다음과 같이 양극처리하였다. 0.2mm두께의 타이
타늄(10mm x 10mm,Hyundai Titanium, 99.5%, South Korea)시트
를 사용하였다. 이 시트를 아세톤과 탈이온화 증류수로 세척한 후 0.5
w/v% 불산(Merck, 48 w/v%, NJ, USA)을 가진 아세트산 (JT
Baker, 98 w/v%, NJ, USA; Volumetric Ratio=7:1)용액 안에서 5,15
,20 V의 전압으로 1시간동안 처리하였다. 백금 전극을 반대편에 설치하
였고 이러한 시편은 탈이온화 증류수로 세척한 후 60℃에서 말린 후
500℃에서 2시간동안 놓아 무정형의 결정질을 아나타제(Anatase) 형태
로 바꾸었다.

2. 3. 거칠기 측정
Confocal

laser

scanning

microscopy(LSM700,

Carl

Zeiss,

Oberkochan, Germany)으로 거칠기를 측정하였다. 한 시편에서 3군데
의 측정치를 계측하여 평균 내어 사용하였다.

2. 4. 접촉각 측정
각각의 시편을 아세톤, 에탄올과 탈이온화 물에 넣어 초음파세척기로
각각 30분씩 처리한 후 탈이온화 증류수를 사용하여 측정하였다. 물방
울은 마이크로단위의 주사기를 사용하여 놓았으며 즉시 사진을 찍어 접
촉각 측정을 하였다,(FTA-125, First Ten Angstroms, Portsmouth,
VA, USA) 각각의 값은 최소한 3번이상 독립되어 측정하였다.

2. 5. 세포의 배열방향평가
세포의 모양과 방향성을 평가하기 위하여

각군(30나노미터,70나노미

터,100나노미터,전기연마)과 조건(1일,7일)당 6개씩의 시편 위에 조건
에 맞추어 5000개씩 분주후 배양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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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ctin염색을 위한 phalloidin염색과 핵염색을 DAPI 염색을 행한후
620나노미터(red)과 350나노미터(blue)의 파장으로 confocal laser
scanning microscopy(LSM700, Carl ZeissOber, kochan, Germany)
관찰하여 평가하였다.

2. 6. 세포의 증식
세포의

증식

정도를

평가하기

위하여

MTT(3-(4,5-

dimethylthiazole-2-yl)-2,5-diphenyl tetrazolium bromide)분석법
을

사용하였다. 각 군(30나노미터,70나노미터,100나노미터,전기연마)

과 조건(1일,3일,7일)당 6개씩의 시편위에 조건에 맞추어 5000개씩 분
주후 배양하였다. 각 시편에서 세포를 떼어낸 후 생리 식염수로 용해한
MTT 용액 50㎕를 첨가한 후 4시간 동안 방치하였다. 96 well plate로
옮겨 반응액을 제거하고 200㎕의 dimethyl sulfoxide(DMSO)를 첨가
하여 형성된 formazan 결정을 용해한 후 ELISA reader로 파장 570나
노미터에서 흡광도를 측정하였다.

2. 7. 세포의 부착
세포의 부착은 세포를 각군당 6개씩 초기에 2500씩 배양한후에 24시
간이 지난후 배양액은 빨아낸 후 HBSS(Life technology, Grand
Island, NY, USA)액을 500µl씩 넣은 후 shaker에 100rpm정도의 속
도로 5분간 2번씩 느슨하게 붙은 세포를 제거하였다.
LIVE/DEAD®

BacLight

Bacterial

vaiability

kit(Molecular

Probes,Eugene, OR, USA)를 사용하여 처리 한후 510~540나노미터
(green)과

620~650나노미터(red)의

파장으로

confocal

laser

scanning microscopy(LSM700, Carl Zeiss, Oberkochan, Germany)
관찰하여 각각의 총 세포수를 계산하였다.

2. 8. 통계적 처리
통계처리는 정규성 검정결과 비모수적으로 평가하였다. 두군 간의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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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Mann-Whitney test을 세군 이상의 비교는 Kruskal-Wallis test를
시행 하였다. SPSS22 (IBM, Armonk, NY, USA)를 사용하였다.

3. 결과
3. 1. 거칠기와 접촉각
표 1. 거칠기(Ra) 와 접촉각(°)
30나노미터

70나노미터

100나노미터

대조군

Ra(µm)

0.128

0.101

0.143

0.142

접촉각(°)

11

7

4

54

거칠기 값은 모든 군에서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지만 접촉각에서는
전기연마를 한 군과 나노튜브군들 사이에서 차이를 보였다(p<0.05).
나노 튜브직경 값이 증가할수록 접촉각이 낮아지는 경향을 보였다.
30나노미터에서는

거칠기

값인

Ra=0.128,

접촉각은

11°였고

70나노미터에서는 Ra=0.101, 접촉각은 7°였으며 100나노미터에서는
Ra=0.143,접촉각은

4°

전기연마군에서는

Ra=0.142,

접촉각은

54°로 측정되었다.

3. 2. 세포의 방향
3. 2. 1. 배양 후 1일
1일째에는 나노튜브의 직경이 커질수록 세포가 길어지는 양상이지만
전체적인 배열의 규칙성은 보이지 않았다,
3. 2. 2. 배양 후 7일
7일째에서는 세포의 형태는 관찰하기 어렵지만 전체적인 배열양상이
전기연마군은 불규칙하지만 타이타니아 나노튜브군은 일정한 방향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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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니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하지만, 이 방향성이 무엇을 기준으로
형성되는지는 알 수 없다.

그림 1. 1일째의 면역형광염색현미경사진(세포의 배열 및 형상)

그림 2. 7일째의 면역형광염색현미경사진(세포의 배열 및 형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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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3. 세포의 증식
세포의 증식 평가 결과 1일째에는 모든 군이 차이가 없었지만 3일에는
70나노미터와 100나노미터군이 전기연마군과 차이를 보였고(p<0.05)
7일째에는 나노튜브군 모두가 전기연마군과 차이를 보였다(p<0.05).
하지만, 어떤 시간대에서도 나노튜브간의 통계학적 유의성이 보이지
않았다.

✝

*

그림

3.

MTT

분석

후

3일(*)에는

70나노미터,

100나노미터이

전기연마군과 차이를 보였고(p<0.05) 7일(✝)에는 나노튜브군 모두가
전기연마군과 차이를 보인다.(p<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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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 세포의 부착
Control
세포의 부착은 전 군에서 유의성 있는100nm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x5

그림 4. 면역형광염색현미경사진(세포의 부착)

4. 고찰
접촉각과 거칠기 실험에서 거칠기는 비슷하나 접촉각에서는 나노튜브의
직경이 증가할수록 접촉각이 낮아지는 경향이 보였다. 점막임플란트
관통부위에서

거칠기는

세균부착과

연조직부착의

균형점을

찾을수

있다는 점에서 중요하다. Weber등[21]은 너무 연마된 표면의 경우
연조직이

지대주에

부착되지

심화된다고 보고하였고

않고

상피가

근단이동하는

현상이

앞에서 언급한바와 같이[11] 그 균형점을

거칠기 값이 0.2 마이크로미터로 기술하였다.

이 실험에서는

대체적인

거칠기 값이 균형점 아래로 형성되어 연조직 부착에 도움이 된다고 볼
수는 없고 결과에서 거칠기 값으로 인한 차이는 없다고 볼 수 있다.
접촉각은 나노튜브의 직경이 커질수록
접촉각으로는

표면자유에너지와

젖음성을

낮아지는 경향을 보였다.
평가할

수

있다.

세포나

세균이 표면에 붙기 위해서는 거칠기와 더불어 이 두가지가 중요한
요인이다.

Hallab

등[22]은

여러가지

표면에서

거칠기와

표면자유에너지중 어느 것이 더 우세한 요인인지 알아보는 실험에서
폴리머같은 낮은 표면에너지를 가지는 물질에서는 거칠기가 중요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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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인이고 금속같은 높은 표면에너지를 가지는 물질에서는 거칠기가
중요하지 않다고 보고하였다. 그리고, 세포외기질을 관찰한 결과 낮은
표면에너지를 가지는 물질에서 분비량과 기질과 세포사이의 간격이 넓게
나타나 거칠기를 조절하는 것보다 표면에너지를 조절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라고 말하였다.

Altankov등[23]은 젖음성이 다른 표면에서

세포의 성장을 본결과 젖음성이 큰 친수성인 표면에서 더 부착과 성장이
잘

일어난다고

보고하였고

세포의

부착을

담당하는

fibronecin이

친수성이 큰 표면에서 더 많이 형성되었다. Ponsonnet등[24]은 조성을
달리한 타이타늄 합금표면에서 섬유아세포의 부착과 성장을 관찰하여
거칠기, 젖음성, 표면에너지와 관찰하였는데 표면에너지가 가장 중요한
요인이나 거칠기가 세포의 성장과 표면에너지 관계를 강하게 간섭할 수
있다고 결론 내렸다. 접촉각이 낮아지면 친수성이 증가하게 되고 세포의
부착이 잘되는 경향이 있다.

Legeay[25]는 친수, 소수성 표면에 따른

세균 부착에 관해 연구하였는데 너무 강한 친수성 표면은 표면에
자발적인 물분자막이 형성되어 다른 세포나 세균들의 부착을 막게
된다고
처리한

보고하였다.
표면의

본

실험에서는

젖음성이

동일한

높아지는

거칠기에서

것을

나노튜브를

보여주었다.

이것은

표면에너지의 변화로 인한 결과로 볼 수 있는데 친수성이 높은 표면을
형성되었기 때문에 세포의 부착에는 더 유리할 것으로 보인다.
세포의

모양은

대조군에

비하여

실험군들이

전체적으로

형태가

길어지고 일정한 방향으로 배열되는 특징을 보였다. Smith등[26]은
피부상피세포와 피부섬유아세포를 대상으로 나노튜브상에서 배양한 결과
규칙적으로 배열되고 세포의 형상이 길어지는 것을 보고 하였다. 이
실험에서는

70나노미터-90나노미터의

직경을

가지는

표면에서는

상피세포의 부착은 좋지 않고 섬유아세포의 부착이 좋아지는 것을
보여주었다.

그

이유로

저자는

상피세포의

경우

그것의

크기가

나노튜브의 직경에 맞지 않아서이고 섬유아세포의 경우 모양이 길어지는
것은 세포의 범위가 넓어지기 때문에 부가적인 부착능을 얻을 수 있을
것이라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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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칙적인 미세구조를 가진 타이타늄 표면위에서 세포들이 정렬하는
것은 많은 연구에서 볼 수 있었다.Loesberg등[27]은 다양한 너비의
나노단위의 홈을 평행하게 형성한

폴리스티렌 표면에 섬유아세포를

배양한 결과 일정한 방향성을 가지는 것을 보여주었고, Kim등[28]은
타이타늄

표면에

여러가지

너비를

가진

홈을

평행하게

형성하여

섬유아세포를 배양한 결과 일정한 방향성을 가지고 세포의 부착에
관계되는

단백질

발현을

조사한

결과

특정

크기에서

발현정도가

높아지는 것을 보여주었다. Chou등[29]은 표면의 물리적인 형태 변화가
세포의 크기나 모양을 변화 시킬 수 있고 기능까지 변화시킬 수 있는
것은

보여주었다.

Kearns등[30]은

Polytetrafluoroethylene표면에

나노단위의 섬유를 배열하여 섬유아세포를 배양하여 세포의 방향성을
조정하고 그것의 생성물인 교원섬유의 방향을 일정하게 배열하는 것을
보여주었다. 저자는 이러한 방향성은 자연치와 섬유주행방향을 만드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하였다. 본 실험에서는 세포의 성상이 길어지고
배열이 일정해지는 것으로 보아 부착에 도움이 되고 교원섬유의 방향을
조정할 수 있는 가능성을 보였다.
세포의 증식은 나노튜브군들 사이에서는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는데
선행연구[26,31]에서도 대부분의 결과가 같았다. 조골세포를 이용한
Brammer등[32]의 연구에서도 세포의 증식차이는 크지 않았다. 따라서
직경의 크기에 따라 기능적 지표가 다르게 나온다면 이것은 세포의
증식에 의해서하기보다는 세포 자체의 기능활성변화에 의한 것으로
가정할 수 있다. 70나노미터에서

가장 긍정적인 결과가 나왔으나

통계학적 유의성을 찾을 수 없었다.
세포의 부착을 평가 했을때 모든 군에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왔다.
Oh등[33]은 여러가지 직경의 나노튜브상에 사람중배엽기원줄기세포를
배양한 결과 나노튜브의 크기에 따라 분화정도나 부착정도가 달라진다고
보고하였다. 구강내 환경에서는 세균이 존재하기 때문에 세균 또한 중요
한 고려 요소가 될 수 있는데 Perez-Jorg등[34]은 두 가지 직경을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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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고

불소의

유무를

달리한

나노튜브를

처리한

표면위에

Staphylococcus aureus, Staphylococcus epidermidis를 배양한 결과
불소에 유무에는 반응을 하였으나 직경에는 차이가 없었다. Puckett등
[31]은 통상적인 타이타늄과 생성방법이 다른 세가지의 나노구조물
(nanorough,

nanotubular,

nanotextured)상에

Staphylococcus

aureus, Staphylococcus epidermidis, Pseudomonas aeruginosa 의
부착을 보았다. 표면의 조성을 본 결과 타이타니아가 결정형과 무정형
차이를 보였고 그 차이로 인하여 세균의 부착이 틀려진다고 보고 하였
다. 위의 두 연구 모두 아무것도 함유하지 않은 타이타니아 나노튜브의
경우 세균의 부착이 많은 것을 관찰 할 수 있었다. 나노튜브의 직경에
따라 세포의 부착이 틀려지는 것은 맞으나 아직 세포의 종류에 따른 권
장되는 직경크기는 연구마다 조금씩 다르다. 특히, 세균의 부착도 같이
늘어나는 경우도 있는 것으로 보아 임플란트 지대주의 재료로 쓰가 위해
서는 보완이 필요하다.
이 연구의 한계로는 실험 군수가 충분하지 않아 나노튜브 직경간의 차
이를 충분히 나타내지 못했을 수 있다. 세포형태의 변화에 의한 세포기
능을 고려하여 유전자, 단백질평가가 있어야하며, 연조직 장막의 다른
요소인 각질세포와의 관계를 고려하지 않았다. 연조직 장막에서는 결합
조직의 부착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섬유아세포가 더 빨리 증식, 부착되
며 적절한 정도의 각질세포부착을 얻을 수 있는 조건을 찾아야한다. 또
한, 임플란트주위염을 유발시키는 것으로 알려진 몇몇 세균에 대한 부착
정도도 고려해야한다.

5. 결론
타이타니아 나노튜브는 섬유아세포의 형태와 기능에 영향을 주는 것
같다. 이러한 변화는 연조직 장막에 도움이 되는지는 확실하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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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A study on morphology &
function of human gingival
fibroblast according to the
titania nanotube diameter
Jaeho Hwang
Program in Periodontology, Department of Dental Science,
Graduated School, Seoul National University
1. Purpose
The aim of this study was to observe the functional and
morphological change of human gingival fibroblast on the titania
nanotube according to the diameter.
2. Materials and Methods
Gingival tissue was obtained from 2 patients who experienced
clinical crown lengthening at department of periodontology, Seoul
National University Dental Hospital.
Total 144 titanium foils (10 x 10 mm) were prepared. They
divided

into

4

groups;

electropolished

(n=6),

30nm

titania

nanotube (n=6), 70nm titania nanotube (n=6), 100nm titania
nanotube (n=6). Roughness and contact angle were measured.
Fibroblasts from gingival tissue were cultured on each titaniu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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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sc. We evaluated the orientation and proliferation of cells by
imunofluorescence microscopy (24hours,7days) and MTT assay
(24 hours,3day,7days). The adhesion of cells were estimated by
Live-dead assay with 3 repeated loosening of attached cells.
After

test

Mann-Whitney

of

normality

test

between

was
2

tried,

groups,

non-parametric

Kruskal-Wallis

test

among 3 groups were performed.
3. Result
Roughness

and

adhesion

of

the

cells

were

not

significant

different among all the groups. Contact angel, orientation and
proliferation of fibroblast showed significant difference between
control and nanotube groups. Difference among nanotube groups
with different diameter was not found.
4. Conclusion
Culturing on the titania nanotubes might be related the functional
and morphological change of human gingival fibroblast. However,
It is not clear that this change positively affect soft tissue as a
mucosal barrier around implant.
Key words: implant, soft tissue, titania nanotube, human gingival
fibrobla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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