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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초록

본 연구에서는 금속소재의 표면에너지가 혈청단백질의 부착 및 골

아세포의 증식과 분화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조사하였다. 실험에는

디스크 형태의 티타늄(commercially pure titanium, grade 2)과 스테

인리스강(stainless steel, 316L)을 다이아몬드와 알루미나 슬러리로

약 0.46 nm의 조도를 갖게 동일하게 연마한 뒤 사용하였다. 물의 접

촉각을 측정을 통해 표면에너지를 계산한 결과, 티타늄은 68.4

dyne/cm, 스테인리스강은 43.9 dyne/cm으로 티타늄이 스테인리스강

보다 높은 표면에너지 값을 갖는 것을 알 수 있었다. 표면에너지 차

에 따른 혈청단백질의 부착 양상을 평가하기 위해 소태아혈청을 두

금속 표면 위에 탑재 후 37℃에서 1시간 동안 유지 시킨 뒤 인산완

충식염수을 이용해 세척하고 lysis 버퍼를 이용해 금속 표면에 붙어

있는 단백질을 얻었다. 그 후 BCA분석을 이용해서 부착된 단백질의

총량을 측정하였고 SDS-PAGE, 2D-PAGE, MALDI-TOF,

LC-MS/MS, Western blot 및 ELISA 분석을 통해 부착된 단백질의

종류 및 양을 평가하였다. 두 금속의 서로 다른 표면에너지가 골아

세포의 증식과 분화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기 위해서는 두 금속표면

위에 골아세포를 배양 후 MTS법으로 증식능을 ALP 활성 측정 및

alizarin red 염색법을 통하여 분화능을 평가했다. 그 결과 표면에너

지가 상대적으로 높은 티타늄 표면에서 더 많은 양과 종류의 혈청

단백질이 부착됨이 관찰됐으며, 특히 골아세포의 증식과 분화에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알려진 fibronectin, vitronectin, osteogenic

growth peptide 등이 상대적으로 더 많이 부착됨이 확인됐다. 실제

로 골아세포의 증식과 분화도 티타늄 표면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수준에서 (P < 0.05) 스테인리스강 보다 더 증가함이 확인됐다. 이

상의 결과로부터 스테인리스강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티타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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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면에너지는 많은 종류와 양의 혈청단백질 흡착을 유도하고 이는

다시 골아세포의 높은 증식능과 분화능을 유발하는 것으로 생각된

다.

주요어 : 스테인리스강, 티타늄, 골아세포, 혈청단백질, 단백질 분석,

표면에너지

학 번 : 2011-22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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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 론

임플란트와 뼈 사이에 섬유조직의 개재나 염증반응 없이 임플란

트와 뼈가 직접 결합되는 것을 골 전도도(osteoconductivity)라고 하

는데1,2 골 전도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는 재료 표면의 조도

(roughness)3-5, 형상(topography)6-9, 조성(composition)10-14 등이 있

다. 재료 표면의 조도와 골 전도도의 관계에 대한 연구에 의하면,

표면 조도 및 다공도가 증가 할수록 골아세포의 증식과 분화가 증

가 된다고 보고된다.15-23 한편 재료의 조성과 골 전도의 관계에 대한

연구에서 실리카 성분이 바이오 글라스 보다 티타늄의 골 전도도가

높았고24,25 순수 티타늄 보다는 바나듐, 실리콘 등이 함유된 합금이

나 산화티타늄의 골 전도도가 높다고 보고된다.26 순수 금속과 세라

믹인 수산화아파타이트의 골 전도도를 비교했을 때 표면을 수산화

아파타이트로 코팅한 재료의 골 전도도가 높은 것으로 보고되며27-31

동일한 형태의 재료 표면에 칼슘 코팅을 하였을 때 하지 않은 재료

에 비해 골 전도도가 높아졌다는 보고도 있다.32,33 하지만 이러한 연

구에도 불구하고 골 전도도 차이를 발생 시키는 명확한 이유는 아

직 밝혀지지 않았다.

본 연구에서는 금속소재의 표면에너지가 부착되는 혈청단백질에

미치는 영향과 이로 인한 골아세포의 증식과 분화에 주는 영향을

조사하였다. 비교 소재로는 골 전도도가 높은 것으로 알려진 티타늄

과34-37 상대적으로 낮은 골 전도도를 갖는 스테인리스강을38-43 사용

했으며, 재료 표면의 표면에너지를 측정하고 서로 다른 표면에너지

에 따라 재료 표면에 부착되는 단백질의 패턴과 이에 따른 골아세

포의 영향을 실험적으로 검증함으로써 재료 표면에 부착된 단백질

과 골 전도도의 관계를 해석 하고자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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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실험 방법

Ⅱ-1. 시편 준비

실험에는 지름 13mm, 높이 3mm인 디스크 형태의 스테인리스강

(stainless steel, 316L)과 티타늄(commercially pure titanium, grade

2)을 사용했다. 표면 조도를 동일하게 하기 위해 레진(Epofix,

Struers)에 포매 시키고 연마기(Tegrapol-35, Struers)를 이용해서

320-grit 연마지(SiC paper, Struers), 9㎛ 다이아몬드 슬러리

(DiaPro, Struers), 0.04㎛ 알루미나 슬러리(OP-S, Struers)의 순서대

로 연마하였다. 연마된 시편은 증류수, 70%(v/v)에탄올, 99.8% 에탄

올, 99.8% 아세톤, 70%(v/v)에탄올, 증류수의 순서로 초음파세척기

(SH-2100, Saehan)를 이용해 각 단계별 10분씩 세척 했다. 세척한

시편은 사용 전까지 데시케이터 (Auto desiccator cabinets,

Sanplatec)에 보관했다.

Ⅱ-2. 표면 에너지 측정

스테인리스강과 티타늄 표면에너지를 접촉각 측정기(SEO 300A,

Surface and Electro-Optics)를 이용해서 측정 했다. 측정은 증류수

를 사용하였고 Girifalco-Good-Fowkes-Young 식44,45을 이용해 표면

에너지를 계산 했다. 두 금속 각각 5개씩 측정하고 평균과 표준편차

를 함께 표기했다.

Ⅱ-3. 단백질 부착실험

연마된 스테인리스강과 티타늄 시편 위에 10%(v/v) 소태아혈청

(FBS: Fetal Bovine Serum, Hyclone)을 200µl 로딩하여 5% CO2,

37℃, 95% 습도의 배양기(NU-4850, Nuaire)넣고 1시간 동안 인큐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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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션 시킨 후 파이펫을 이용하여 표면에 올려진 10% 소태아혈청을

제거하고 인산완충식염수(PBS: Phosphate buffered saline; 137mM

NaCl, 2.7mM KCl, 10mM Na2HPO4·2H2O, 2.0mM KH2PO4, pH7.4)

로 3회 수세하여 금속 표면에 비특이적으로 부착된 단백질을 제거

했다. 그 후 lysis buffer(0.15M NaCl, 1% Triton X100, 5mM

ethylene diamine tetra acetic acid, 10mM Tris-Cl, 0.05% sodium

dodecyl sulfate)를 130µl 가하고 5% CO2, 37℃, 95% 습도의 배양기

(NU-4850, Nuaire)에서 1시간 인큐베이션하여 시료 표면의 단백질

을 떨군 후 파이펫으로 얻었다.

Ⅱ-3-1. 재료 표면에 부착된 혈청 단백질 패턴 분석

스테인리스강과 티타늄 표면에 특이적으로 부착됐던 단백질 시료

는 동결 건조기(Freeze Dryer, Ilshin)를 이용해 농축한 후 50µl의 증

류수와 5배 농도의 sample buffer(60mM Tris, 25% glycerol, 2%

SDS, 14.4mM 2-mercaptoethanol, 0.1% bromophenol blue)를 10µl

혼합하여 볼텍스 믹서(Mini Vortexer MV1, IKA)로 전기영동을 위

해 단백질 표면에 SDS가 부착될 수 있도록 충분히 혼합했다. 그 후

단백질 분해효소에 의한 단백질 파괴를 방지하기 위해 heat

block(EW-36402, Thermo)에서 95℃ 온도로 5분간 지속했다. 이후

불순물을 제거하기 위해 13,500rpm으로 원심분리(MX-300, TOMY)

5분 지속 후 상등액을 분리하여 8-15% polyacrylamide gradient gel

에 로딩 했다. 전기영동(SE-400, GE healthcare)한 후 은염색(silver

staining)하여 단백질의 패턴을 확인했다.

Ⅱ-3-2. 재료 표면에 부착된 혈청 단백질 양 분석

스테인리스강과 티타늄 표면에서 얻은 단백질의 총량은

bicinchoninic acid assay(BCA-assay) 분석법을 이용해서 측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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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백질 시료에 lysis buffer를 넣고 볼텍스 믹서(MV1, IKA)로 충분

히 섞어 단백질 덩어리를 잘게 부순 후 각각 96 well

plate(BD-Falcon)에 200µl씩 분취했다. 그 후 BCA assay

kit(Thermo)을 이용하여 ELISA plate reader(Bio rad-550, Bio rad)

에서 560nm 파장의 흡광도를 측정했다. 단백질 농도는 kit에 포함된

표준 단백질 시료로 검정 곡선을 통해 계산하였고, 통계적 유의성

검정을 위해 두 금속표면에서 얻은 시료 각각 5개씩 측정했다. 스테

인리스강과 티타늄 표면에 부착된 단백질 중 골아세포의 증식과 분

화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알려진 fibronectin, vitronectin,

osteogenic growth peptide의 양을 ELISA로 측정했다. 스테인리스

강과 티타늄 시편에서 얻은 단백질 시료에 lysis buffer를 넣고 볼텍

스 믹서로 섞어 덩어리진 단백질을 잘게 부쉈다. 그 후 fibronectin,

vitroncectin, osteogenic growth peptide의 농도는 각각 fibronectin

ELISA kit(Bovine fibronectin ELISA kit, Biotang), vitronectin

ELISA kit(Bovine vitronectin ELISA kit, Novatein Bio),

Osteogenic growth peptide ELISA kit(Bovine osteogenic growth

peptide ELISA kit, Biotang)를 이용하여 ELISA plate reader(Bio

rad-550, Bio rad)로 흡광도 값을 통해 측정했다. 단백질의 농도는

각 ELISA kit에 포함된 표준 단백질 시료로 검정 곡선을 얻어 계산

하고, 통계 분석을 위해 단백질 종류 마다 스테인리스강과 티타늄

각각 5개씩 측정했다.

Ⅱ-3-3. 재료 표면에 부착된 혈청 단백질의 종류 분석

스테인리스강과 티타늄 표면에 부착된 혈청 단백질의 종류는

Two-dimensional gel electrophoresis(Hoefer DALT 2D System,

Amersham Biosciences), Matrix assisted laser

desorption/ionization time-of-flight(Ultraflex3, Bruker), Liqui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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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romatography–mass spectrometry(Triple Quad 6500, Bruker)를

이용해서 각각 측정했다. MALDI-TOF와 LC-MS/MS의 경우 두

금속 표면에서 얻은 단백질을 SDS-PAGE 한 후 겔 상의 단백질을

in-gel digestion 하여 분석했다. 2D-PAGE는 스테인리스강과 티타

늄 표면에 부착된 혈청 단백질을 동결 건조 시킨 후 분석했다.

Ⅱ-3-4. 재료 표면에 부착된 단백질의 미세조직 관찰

혈청 단백질의 스테인리스강과 티타늄 표면에 부착 되는 양상을

Atomic force microscopy(XE-100, Park systems)를 이용하여 관찰

했다. 연마 후 표면, alpha-MEM 용액에 담지 하여 5% CO2, 37℃,

95% 습도의 배양기(NU-4850, Nuaire)넣고 1시간 동안 지속한 시편

의 표면, 10% 소태아혈청을 첨가한 alpha-MEM용액에 담지 하여

5% CO2, 37℃, 95% 습도의 배양기(NU-4850, Nuaire)넣고 1시간 동

안 지속한 시편의 총 3가지 시편의 표면을 관찰 했다. 시편의 표면

조도 측정은 XEI(XEI 1.8.0, Park systems) 프로그램을 이용하였고

시편 수는 각 5개씩 측정하여 평균과 표준편차를 함께 표기했다.

Ⅱ-4. 골아세포의 증식 & 분화 평가

스테인리스강과 티타늄 표면상에서 골아세포의 증식, 분화 분석은

마우스 유래 골아세포인 MC3T3-E1(CRL-3593, ATCC)을 이용했

다. 24-well cell culture plate(Nunclon surface, Nunc)에 금속 시편

을 넣고 Minimum Essential Media, Alpha Modification (Alpha

MEM, Welgene)에 10% 소태아혈청, 100U/ml penicillin, 100µg/ml

streptomycin, 50ug/ml ascorbic acid(Sigma), 10mM β-glycerol

phosphate(Sigma)인 미디어 사용했다. 각 금속 표면위에

1.0×105cells/well 수의 골아세포를 올리고 5% CO2, 37℃, 95% 습도

환경(NU-4850, Nuaire)에서 배양했다. 골아세포를 배양하여 시작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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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부터 1, 3, 7일 경과 후 세포 증식을 MTS-assay 방법으로 측정

했다. 세포 배양액을 파이펫을 이용해 제거하고 인산완충식염수로

여분의 미디어를 모두 수세 후 20µl MTS(3-(4, 5-dimethylthiazol-2

-yl)-5-(3-carboxymethoxyphenyl)-2-(4-sulfophenyl)-2H-tetrazoliu

m)가 함유된 10% 소태아혈청을 넣어 3시간 동안 5% CO2, 37℃,

95% 습도 환경에서 배양했다. 그 후 배양된 미디어를 96 well

plate(96 well microtest plate, BD-falcon)에 200µl씩 분취하여

490nm의 흡광도를 ELISA plate reader(Bio rad-550, Bio rad)로 측

정했다. 검정곡선을 그려 세포 수를 계산하고 조건마다 5개의 시편

을 측정하여 통계적 유의성을 확인했다. 골아세포 분화 초기 마커인

ALP 활성을 측정하여 스테인리스강과 티타늄 표면상에서 골아세포

의 분화를 비교했다. MC3T3-E1 세포를 1×105cell/ml가 되도록 하여

두 금속 위에 올려서 배양했다. 7일과 14일 후 배양액을 제거하고

인산완충식염수로 3회 세척 하여 0.1% Triton X-100(Sigma, MO,

USA)용액을 1ml 넣어 30초간 초음파 분쇄기로 세포막을 용해시켰

다. 원심분리기(MX-300, TOMY)를 이용해서 13000rpm에서 10분간

원심분리 후 상층액 200µL를 취하여 p-nitrophenyl

phosphate(Sigma) 기질용액과 diethanolamine 완충용액(Sigma)을

각각 50µl씩 혼합했다. 1시간 배양 후 1N NaOH 용액을 100µl씩 넣

어 효소 반응을 정지시키고 ELISA plate reader(Bio rad-550, Bio

rad)를 이용하여 410nm에서 흡광도를 측정했다. 효소 활성은

p-nitrophenol를 기준으로 정량 했다. 총 단백질 양은 소태아혈청을

표준 단백질로 BCA assay kit(BCA protein assay kit, Thermo)을

사용하여 측정했다. 골아세포의 분화에 의한 칼슘 무기물 침착을 평

가하기 위해 골아세포 배양 후 21과 28일 금속 표면에서 배양한

MC3T3-E1 세포를 3.7% formaldehyde 용액으로 고정했다. 그 후

세포는 석회화 결절 중 칼슘만 특이적 염색하는 Alizarin red S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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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액인 2% Alizarin red S(10% ammonium hydroxide, pH 4.2,

Sigma)로 20분간 염색하고 AR-S에 결합된 칼슘이 녹아 나오도록

10% CPC(cetylpyridinium chloride) 용액에 1시간 담가둔 후 상층액

을 595nm에서 ELISA plate reader(Bio rad-550, Bio rad)로 측정했

다. AR-S 농도는 AR-S 검정곡선을 사용해서 측정했다.

Ⅱ-5. 통계분석

통계분석은 SPSS software(SPSS statistics v2.0, IBM)를 이용했

다. 측정값은 평균과 표준편차 값으로 나타내었으며, Student’s

t-test로 통계적 유의성을 확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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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실험 결과

그림 1은 동일한 표면 조도 갖도록 시편을 연마한 후 표면을 AFM

으로 관찰한 결과이다. 스테인리스강과 티타늄의 표면 조도는 각각

0.458 ± 0.017nm, 0.457 ± 0.018nm이었다. T-test를 이용한 통계적

유의성 검정에서 p > 0.05로 통계적으로 동일한 표면조도를 확인했

다. 그림 2는 접촉각을 이용해 스테인리스강과 티타늄의 표면에너지

를 측정한 결과이다. 증류수를 이용한 접촉각 측정에서 스테인리스

강의 경우 66.8±2.4°, 티타늄 표면은 51.0±1.8°로서 티타늄 표면 접촉

각이 더 낮았다. 접촉각으로부터 계산된 표면에너지의 경우 스테인

리스강은 43.9±7.4(dyne/cm), 티타늄은 68.4±0.7(dyne/cm)로 티타늄

표면에너지 값이 높았다. 그림 3은 스테인리스강과 티타늄 표면에

부착됐던 단백질의 SDS-PAGE 결과이다. 은염색 결과, 단백질 패턴

은 동일했지만 밴드의 두께가 서로 달랐다. 특히 티타늄 표면에서

얻은 단백질 전기영동 결과에서 더 많은 단백질 밴드가 나타났고

골세포의 부착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알려진 230-250kDa 부분의

fibronectin과 75kDa의 부분의 vitronectin 모두 스테인리스강 결과

에 비해서 밴드가 두꺼웠다. 66.5kDa 부분의 albumin의 경우에도 티

타늄 표면에서 얻은 단백질 밴드가 더 두꺼웠으며, 66.5kDa 크기 이

하의 단백질도 스테인리스강 표면에서는 4개의 단백질 밴드가 보이

는데 비해 티타늄 표면에서는 7개의 단백질 밴드를 확인할 수 있었

다. 즉 티타늄 표면에 부착된 단백질이 스테인리스강 표면에 부착된

단백질에 비해 밴드의 수가 많고 두께도 두꺼웠다. 그림 4는 스테인

리스강과 티타늄 표면에 부착된 혈청단백질의 양을 BCA분석으로

측정한 결과이다. 스테인리스강 표면에 부착된 혈청 단백질의 양은

0.3±0.06mg/ml, 티타늄 표면에 부착된 혈청단백질의 양은

0.6±0.03mg/ml로서 티타늄 표면에 약 두 배 이상 많은 양의 혈청단

백질이 부착됨을 확인했다. (p<0.01) 그림 5는 스테인리스강과 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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늄 표면에 부착된 fibronectin의 양을 ELISA로 측정한 결과이다. 스

테인리스강의 표면에 부착된 fibronectin의 양은 18.0±4.7mg/ml이고,

티타늄 표면에 붙은 양은 40.2±10.5mg/ml으로서 티타늄 표면에 약

2배 많이 부착했다.(p<0.05) 그림 6은 두 금속 표면의 vitronectin 부

착 양을 ELISA로 측정한 결과이다. 스테인리스강 표면에 부착된

vitronectin의 양은 16.1±1.7mg/ml이고, 티타늄 표면에 부착된

vitronectin의 양은 30.5±1.5mg/ml으로서 약 2배 많이 부착했음을 알

수 있었다.(p<0.01) 그림 7은 두 금속 표면의 osteogenic growth

peptide(OGP) 부착 양을 ELISA로 확인한 것이다. 스테인리스강 표

면에 부착된 OGP의 양은 124±6ng/ml이었고 티타늄 표면에 부착된

혈청 단백질의 양은 214±10ng/ml으로서 약 2배 많이 부착하였

다.(p<0.01) 그림 8은 스테인리스강과 티타늄 표면에서 얻은 혈청

단백질 중에 fibronectin과 vitronectin 단백질이 함유되어 있는지

western blot으로 확인한 결과이다. Fibronectin은 스테인리스강 표

면에 부착된 단백질 중에는 관찰되지 않는데 반해 티타늄 표면에

부착된 단백질 중에는 관찰 됐다. Vitronectin의 경우 티타늄과 스테

인리스강 표면에 부착된 단백질 중 모두에 관찰됐지만 티타늄 쪽에

더 많은 양이 부착됨이 관찰됐다. 그림 9는 스테인리스강 표면에 부

착된 단백질을 2D-PAGE로 분석한 결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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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AFM을 이용한 연마된 스테인리스강과 티타늄의 표면 관찰

결과. (Ra : 표면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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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스테인리스강과 티타늄 표면의 접촉각과 표면에너지 측정결

과. (SS : 스테인리스강, Ti : 티타늄, ** p<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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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 스테인리스강과 티타늄 표면에 부착된 혈청 단백질의

SDS-PAGE 패턴 분석 결과. (SS : 스테인리스강, Ti : 티타늄, M :

protein size maker)



- 13 -

그림 4. BCA 분석을 이용한 스테인리스강과 티타늄 표면에 부착된

혈청단백질 총량 분석 결과. (SS : 스테인리스강, Ti : 티타늄, **

p<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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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 ELISA를 이용한 스테인리스강과 티타늄 표면에 부착된

fibronectin의 정량분석 결과. (SS : 스테인리스강, Ti : 티타늄, *

p<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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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 ELISA를 이용한 스테인리스강과 티타늄 표면에 부착된

vitronectin의 정량분석 결과. (SS : 스테인리스강, Ti : 티타늄, **

p<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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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7. ELISA를 이용한 스테인리스강과 티타늄 표면에 부착된

osteogenic growth peptide의 정량분석 결과. (SS : 스테인리스강,

Ti : 티타늄, ** p<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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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8. Western blot을 이용한 스테인리스강과 티타늄 표면에 부착

된 fibronectin과 vitronectin 정성 분석 결과. (TCP : tissue culture

plate, SS : 스테인리스강, Ti : 티타늄, FN : fibronectin, VN :

vitronect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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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9. 2D-PAGE를 이용한 스테인리스강 표면에 부착된 혈청 단백

질 패턴 분석 결과. (M : protein size maker, SS : 스테인리스강, A

: 1D-PAGE, B : 2D-PAGE, Mw: molecular weight; pI: isoeletric

poi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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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0. 2D-PAGE를 이용한 티타늄 표면에 부착된 혈청 단백질 패

턴 분석 결과. (M : protein size maker, Ti : 티타늄, A :

1D-PAGE, B : 2D-PAGE, Mw: molecular weight; pI: isoeletric

poi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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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D-PAGE의 단백질 밴드와 비교해 보면, 대략 250kDa-150kDa

크기의 단백질인 (a) 밴드, 75kDa-50kDa 크기의 단백질인 (b), (c),

(d) 밴드 모두 2D-PAGE에서 여러 개의 단백질 점(spot)으로 나타

났다. 그림 10은 티타늄 표면에 부착된 단백질을 2D-PAGE로 분석

한 결과이다. 1D-PAGE의 단백질 밴드와 비교해 보면 대략

250kDa-150kDa 크기의 단백질인 (e) 밴드, 150kDa-100kDa 크기의

단백질인 (f) 밴드, 75kDa-50kDa 크기의 단백질인 (g), (h), (i) 밴

드, 50kDa-37kDa 크기의 단백질인 (j), (k), (l) 약 25kDa 크기의 단

백질인 (m) 밴드 모두 2D-PAGE에서 여러 개의 점으로 나타났다.

특히 50kDa-37kDa 크기의 (j), (k), (l) 점들은 스테인리스강 표면에

서 얻은 단백질의 2D-PAGE 결과에는 거의 보이지 않았지만 티타

늄 표면에서 얻은 단백질의 결과에는 20개 이상의 점이 나타났다.

그림 11은 스테인리스강과 티타늄 표면에 부착된 단백질의

1D-PAGE 결과에서 부착 양의 차이가 큰 단백질의 종류를 알기 위

해 MALDI-TOF와 LC-MS/MS로 분석한 결과이다. Fibronectin,

vitronectin 외에도 α-2-macroglobulin, plasminogen, transferrin,

albumin, vitamin D-binding protein, serpin, alpha-2-HS-glycoprotein,

antithrombin-Ⅲ 단백질이 부착됨을 확인했다. 그림 12는 혈청단백질

이 스테인리스강과 티타늄 표면에 부착되는 양상을 AFM으로 관찰

한 것이다. 스테인리스강과 티타늄은 모두 연마된 표면의 미세조직

과 α-MEM에 담지 후의 표면 미세조직이 유사했으나 10% 소태아

혈청이 첨가된 α-MEM에 담지 한 후 표면에 부착된 단백질의 양상

은 스테인리스강의 표면에는 뾰족한 모양이 듬성듬성 한데 비해 티타

늄 표면에는 빽빽하게 나타났다. 표면 조도의 경우 연마된 표면의 평

균 거칠기 Ra(Roughness average)는 스테인리스강이 0.458±0.017n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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티타늄이 0.457±0.018 nm로서 서로 유사했지만 α-MEM에 담지 후

의 표면 거칠기는 스테인리스강과 티타늄 각각 0.422±0.015nm,

0.417±0.016nm으로 연마 후의 표면보다 낮았다. 반면 10% 소태아혈

청을 첨가한 α-MEM에 담지 후의 표면거칠기는 스테인리스강이

0.655±0.041nm, 티타늄이 0.901±0.059nm로서 티타늄 표면이 더 높았

다. 그림 13은 MTS 분석을 이용해서 스테인리스강과 티타늄 표면

에서의 골아세포 증식을 비교한 것이다. 골아세포를 분주 하고 1, 3,

7일 배양 후 세포증식 정도를 비교했으며, 모든 측정에서 티타늄 표

면에 배양한 골아세포의 수가 스테인리스강의 표면에서 배양한 골

아세포 수 보다 많았다. 그림 14는 골아세포의 초기 분화 마커인

alkaline phosphatase(ALP) 활성을 측정한 결과이다. 골아세포를 7

일 배양한 경우는 스테인리스강과 티타늄 표면에서 ALP 활성 값이

유사했지만 14일 배양의 경우 티타늄 표면에서의 ALP 활성 값이

더 높았다. 그림 15는 두 금속 표면에 골아세포를 21일, 28일 동안

배양 후 분화 후기 마커인 칼슘 침착(calcium deposition)을 측정한

결과이다. 티타늄 표면에 침착 된 칼슘의 양이 스테인리스강 표면에

침착된 칼슘의 양보다 높게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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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1. MALDI-TOF와 LC-MS/MS를 이용한 스테인리스강과 티

타늄 표면에 부착된 혈청단백질의 정성분석 결과. (M : protein size

maker, SS : 스테인리스강, Ti : 티타늄, A : 1D-PAGE, B :

MALDI-TOF, LC-MS/MS 분석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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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2. AFM을 이용한 스테인리스강과 티타늄 표면에 부착된 단

백질의 미세조직 및 표면 거칠기 값. (SS : 스테인리스강, Ti : 티타

늄, A : 연마된 표면, B : α–MEM media 담지 표면, C : 10% 소태

아혈청을 첨가한 α-MEM media에 담지 표면, Ra : roughness

average, Z scale : ±10n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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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3. MTS 분석을 이용한 스테인리스강과 티타늄 표면의 골아

세포 증식 비교 분석 결과. (SS : 스테인리스강, Ti : 티타늄, *

p<0.05, ** p<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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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4. ALP 활성 분석을 이용한 스테인리스강과 티타늄 표면의

골아세포 초기분화 비교 결과. (SS : 스테인리스강, Ti : 티타늄, **

p<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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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5. Alizarin red를 이용한 스테인리스강과 티타늄 표면의 골아

세포 칼슘침착양 분석 결과. (SS : 스테인리스강, Ti : 티타늄, **

p<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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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고찰

재료의 표면에너지가 혈청 단백질의 흡착과 그에 의해 골아세포

의 증식과 분화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연구하였다. 금속 임플란트

재료인 스테인리스강과 티타늄의 경우 골 전도도 차이가 발생하는

이유를 알기 위해 다양한 연구가 진행 됐지만 명확한 답을 찾지 못

한 것이 사실이다.46-50 단백질의 부착에는 표면 조도가 큰 영향을 미

친다51-54 따라서 본 실험에서는 표면 연마 후 조도를 AFM으로 측

정하여 0.1nm 수준에서 동일하게 제작하여 사용했다. 표면에너지와

단백질의 부착의 관계에 대한 연구에서 표면에너지가 알부민의 부

착에 미치는 영향 연구는 여러 연구그룹에서 진행된 것이 사실이다.

하지만 생체내의 환경과 유사한 다양한 단백질의 종류가 섞여있는

혈청 단백질과 표면에너지의 관계는 아직도 명확하게 밝혀지지 않

았다. 본 연구에서는 소태아혈청을 사용해 실험을 진행하고

SDS-PAGE 방법으로 두 금속 표면에 부착된 단백질의 패턴 차이를

확인했다. Growth factor, cytokine의 경우 수 ng/ml 이하의 농도로

세포의 증식과 분화에 영양을 미치는 것으로 알려져 있어56 작은 차

이에도 골아세포의 증식, 분화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전기영동을

마친 gel은 ng의 단백질의 검출도 가능한55 은염색(silver stain)을

사용해서 확인했다. 그림 3의 두 금속 표면에서 얻은 단백질 전기

영동 결과에서 상대적으로 어두운 색을 띄는 선(이하 ‘밴드’로 명명

함)은 단백질을 나타낸다. 즉, 단백질 밴드의 수가 많으면 단백질의

종류가 많은 것으로 추측할 수 있고 밴드의 두께가 두꺼우면 단백

질의 농도가 높은 것으로 추측할 수 있다. 위의 결과에서 스테인리

스강 보다 티타늄 표면에서 얻은 단백질 밴드의 수가 많았다. 특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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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포의 부착과 증식, 이동 및 분화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알려진

fibronectin과57 세포의 부착, 이동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알려진

vitronectin의58 밴드를 비교 했다. fibronectin(230-250kDa)과

vitronectin(75kDa)이 있을 것으로 추정되는 밴드를 비교 했을 때 그

림 3, 230-250kDa과 75kDa의 두 밴드 모두 티타늄 표면에서 얻은

단백질의 쪽 밴드가 두꺼웠다. 이것은 스테인리스강 보다 티타늄 표

면에 상대적으로 많은 양의 fibronectin, vitronectin이 부착 했을 가

능성을 보여준다. 그림 4의 두 금속 표면에 부착된 혈청 단백질 총

양 비교에서도 스테인리스강 표면에 0.3±0.06mg/ml, 티타늄 표면에

0.6±0.03mg/ml가 부착되어 약 두 배 이상 많은 양의 혈청 단백질이

티타늄 표면에 부착됨을 확인 했다. 그림 8의 western blot 결과에

서도 fibronectin은 티타늄 표면에서 얻은 단백질에 밴드가 보이는데

비해 스테인리스강 표면에서 얻은 단백질은 밴드가 거의 보이지 않

았다. Vitronectin의 경우 티타늄과 스테인리스강 표면에서 얻은 단

백질 모두 밴드가 보였지만 티타늄 쪽 밴드가 더 두꺼웠다. ELISA

를 이용한 정량 분석에서도 스테인리스강 표면에 부착된

fibronectin, vitronectin, osteogenic growth peptide의 양은 각각

18.0±4.7mg/ml, 16.1±1.7mg/ml, 124±6ng/ml로 티타늄 표면에 부착된

40.2±10.5mg/ml, 30.5±1.5mg/ml, 214±10ng/ml 보다 낮았다. 이것은

금속 표면에 부착되는 혈청 단백질의 총 양 뿐 아니라 osteogenic

property를 증가시키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 단백질인 fibronectin과

vitronectin, osteogenic growth peptide59,60도 티타늄 표면에 더 많은

양이 부착 됐음을 보여준다. 부착된 단백질 종류의 차이를 확인하기

위해 2D-PAGE와 MALDI-TOF, LC-MS/MS 분석을 했다.

2D-PAGE의 경우 단백질의 크기로 분리하는 1D-PAGE결과와는 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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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 단백질의 크기뿐 아니라 등전점 차이에 따라 동시에 분리하기

때문에 동일한 크기의 서로 다른 단백질을 각각의 단백질 점으로

확인 할 수 있다.61 그림 9의 2D-PAGE결과에서 대략

250kDa-150kDa 크기의 단백질인 (a) 밴드, 75kDa-50kDa 크기의 단

백질인 (b), (c), (d) 밴드 모두 2D-PAGE에서 여러 개의 단백질 점

으로 나타났다. 그림 10의 2D-PAGE결과 역시 250kDa-150kDa 크

기의 단백질인 (e) 밴드, 150kDa-100kDa 크기의 단백질인 (f) 밴드,

75kDa-50kDa 크기의 단백질인 (g), (h), (i) 밴드, 50kDa-37kDa 크

기의 단백질인 (j), (k), (l) 약 25kDa 크기의 단백질인 (m) 밴드 모

두 여러 개의 단백질 점으로 나타났다. 이것은 1D-PAGE에서 하나

의 밴드로 보이던 단백질이 여러 개의 단백질이 뭉쳐 있는 것임을

보여준다. 그림 9의 (c), (d)와 그림 10의 (h), (i) 같은 단백질 점 여

러 개가 연결되어 있는 것을 ‘train of spot’ 이라 부르는데 이는 동

일한 기능을 하는 단백질이 multiple isoforms로 존재할 때 발생한

다.62 따라서 이 단백질 점 들의 경우 동일 단백질의 가능성이 높다.

하지만 그림 10의 50kDa-37kDa 크기의 (j), (k), (l) 단백질 점 들은

스테인리스강 표면에서 얻은 단백질의 2D-PAGE 결과에는 거의 보

이지 않았지만 티타늄 표면에서 얻은 단백질의 결과에는 여러 개의

단백질 점으로 나타나났다. 이것은 스테인리스강 표면에 비해 티타

늄 표면에 더 다양한 종류의 단백질이 부착 되었음을 보여준다. 스

테인리스강과 티타늄 표면에 부착 하는 단백질의 정성 분석을 위해

서 MALDI-TOF와 LC-MS/MS로 분석 했다. 그림 11의

MALDI-TOF와 LC-MS/MS 분석에서 fibronectin, vitronectin 이외

에도 alpha-2-macroglobulin, plasminogen, transferrin, albumin,

vitamin D-binding protein, serpin, alpha-2-HS-glycoprote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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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tithrombin-Ⅲ가 부착됨을 확인했다. 특히 alpha-2-macroglobulin

은 혈청에 있는 운반기능을 하는 단백질로 platelet-derived growth

factor, basic fibroblast growth factor, TGF-β, insulin 과 같은

growth factor, cytokines를 이동 시키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63,64

alpha-2-macroglobulin에 의해 운반되는 platelet-derived growth

factor는 세포의 증식과 분화를 촉진하는 growth factor로 알려져

있고65 표면에서 발견된 insulin도 bone remodeling과 세포의

metabolism에 관여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66,67 TGF-β 또한 골

아 세포의 분화를 촉진 시키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68,69

alpha-2-macroglobulin에 의해 osteogenic growth peptide가 운반

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70,71 osteogenic growth peptide 역시

osteogenic property를 촉진시키는 단백질로 알려져 있다72,73 위의

결과로부터 스테인리스강 표면에 비해 티타늄 표면에 더 많은 양과

다양한 종류의 혈청 단백질이 부착됨을 확인했고 스테인리스강 표

면에 비해서 티타늄 표면에 상대적으로 더 많은 양이 부착된 단백

질 중에 osteogenic property를 촉진 시키는 단백질들이 포함되어

있음을 확인했다. AFM을 이용한 두 금속 표면의 단백질 부착 양상

측정에서 그림 12의 10% 소태아혈청이 첨가된 alpha-MEM에 담지

했을 때 스테인리스강의 표면은 드문드문 볼록한 양상인데 비해 티

타늄 표면은 볼록한 양상이 조밀하고 빽빽했다. 이 같은 표면 양상

은 표면에 부착하는 단백질의 종류가 다르거나 농도가 높아졌을 때

나타난다는 연구가 있었다.74-76 표면 조도의 경우에도 10% 소태아혈

청을 첨가한 alpha-MEM 담지 후 평균 거칠기 값(Ra)이

0.655±0.041nm인 스테인리스강에 비해 티타늄 0.901±0.059nm로 더

높았다. 이로써 스테인리스강과 티타늄 표면에 부착된 혈청 단백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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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양과 종류의 차이가 형상의 차이로도 나타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골아세포를 이용한 스테인리스강과 티타늄 표면의 증식

분화 실험에서 그림 13의 증식과 그림 14의 ALP 활성, 그림15의 칼

슘 침착 모두 티타늄 표면에서 더 높은 값을 나타냈다. 재료표면과

단백질 부착의 상관 관계에 대한 연구에서 표면 조도(surface

roughness), 표면 에너지(surface energy), 화학 조성(composition)이

단백질의 부착에 영양을 미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77-81 표면 조도

를 변화시켜 단백질 부착의 차이를 보는 연구에서 일정한 패턴의 변

화, 깊이의 변화를 주어 영향을 알아보는 연구는 있었지만 1nm이하

의 조도의 차이가 단백질의 변화에 영향을 준다는 보고는 없었

다.54,82-84 이러한 표면 조도의 영향을 최소화 시키기 위해 본 연구에

서 사용한 시료는 평균 거칠기가 0.1nm 이하가 되도록 했다. 금속의

표면이 산소에 일정시간 노출되면 대부분의 금속 표면은 산화

(oxidized)되고 전자를 잃으면서 표면 산화도(oxidation state)가 증

가된다.85 즉, 두 금속 표면에는 산화층이 존재하여 단백질이 표면에

부착될 때 직접적으로 다른 조성에 부착될 가능성은 낮았다. 금속은

금속 양이온과 자유전자 사이의 결합인 ‘금속 결합’을 이루고 있는

데 이는 금속 원자들이 자유 전자를 쉽게 잃어버리고 양이온이 될

수 있도록 한다.86 특히 표면은 결정 내의 결합부위에 있는 완전결정

원자와 달리, 배위 불포화로 인하여 일부 결합이 절단된 상태에 있

다. 이 절단된 결합을 일반적으로 ‘단글링 본드’(dangling bond)라

한다.87 이것은 표면에 원자가 주변 원자에 둘러싸이지 못하고 홀로

남겨지게 만들고 본질적으로 전자 분포(electron distribution)를 바

꾸게 되면서 발생된다.88 이러한 현상이 표면 원자가 내부보다 높은

에너지를 갖게 한다. 표면에 형성된 높은 에너지는 불안정한 상태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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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정화 시키기 위해서 주변에 결합이 가능한 분자와 결합을 이루려

고 하는데 금속 표면에 단백질을 가했을 경우 주변에 위치한 물이

나 단백질 분자와 부착 하면서 안정한 상태로 가게 된다.89 금속 표

면에 형성되는 산화층의 구조는 금속을 이루고 있는 성분과 구조에

따라서 다라질 수 있고90 산화층의 구조 차이는 표면에너지 변화를

야기한다.91 또한 표면에너지 차이가 단백질 부착에 영향을 주는 것

으로 알려져 있다.92-94 종합하면 그림 2에서 접촉각으로 측정한 스테

인리스강과 티타늄의 표면에너지 차이는 스테인리스강 표면에 생성

되는 산화 층의 구조와 티타늄 표면에 생성되는 산화층의 구조가

서로 달라서 발생 한 것으로 추측할 수 있다. 즉 금속 표면에 자연

적으로 형성되는 산화층의 구조 차이가 스테인리스강과 티타늄의

표면에너지 차이를 발생 시키고, 상대적으로 에너지가 높은 티타늄

표면이 안정화 되기 위해 주변의 단백질 분자와 결합을 촉진 시켰

을 것이다. 이것이 표면에 부착되는 혈청 단백질의 양과 종류 차이

를 발생 시켜 나아가 골아세포의 증식 분화 및 골 전도도에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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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결론

스테인리스강과 티타늄의 표면에너지가 혈청 단백질의 부착에 미

치는 영향과 그에 따른 골아세포의 증식과 분화에 주는 영향을 조

사하였다. 동일한 표면조도에서 표면에너지를 비교했을 때 티타늄

의 표면에너지가 스테인리스강 보다 높았다. 정량, 정성 분석을 통

해 스테인리스강 보다 티타늄 표면에 더 많은 양과 다양한 종류의

단백질이 부착됨을 확인하고 티타늄 표면에 더 많은 양이 부착된

단백질 중에 골아세포의 증식과 분화를 촉진 시키는 단백질이 존

재함을 확인했다. 골아세포의 증식과 분화 모두 스테인리스강 표

면보다 티타늄 표면에서 촉진되었다. 이상의 결과로부터 표면 에

너지 차이가 단백질 부착 양상의 차이를 발생시키고, 재료 표면에

부착하는 단백질의 양과 종류의 차이가 골아세포의 osteogenic

property와 나아가 골 전도도의 차이를 발생 시킬 것으로 생각된

다. 추가적으로 표면 조도가 동일하고 서로 다른 표면에너지를 갖

는 여러 재료를 이용한 상관관계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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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Effect of Surface Energy of a Metal on Serum

Protein Adsorption and Proliferation/Differentiation

of Osteoblast

Seung-Hoon Um

Department of Dental Biomaterials Science, School of Dentistry

The Graduate School

Seoul National University

The effect of surface energy of metals on the adsorption of

serum proteins and proliferation/differentiation of osteoblast was

examined. Disk shaped titanium and stainless steel were prepared

to have the roughness of about 0.46 nm before tests. The surface

energies of titanium and stainless steel were calculated from the

contact angles of water and they were 68.4 dyne/cm and 43.9

dyne/cm, respectively. For evaluating adsorption behaviors of

serum proteins, which were dependent on surface energy, serum

proteins were loaded on two metal surfaces, incubated for 1h at

37℃ under 0.5% CO2 atmosphere, washed several times with

PBS, and then detached the adsorbed proteins using lysis buffer.

Total amount of serum proteins adsorbed on two metal surfaces

were measured by BCA assay, the amounts and kinds of

adsorbed specific proteins were analyzed using SDS-PAGE,

2D-PAGE, MALDI-TOF, LC-MS/MS, Western blotting, and

ELISA analyses. The proliferation and differentiation activities o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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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steoblasts, which were dependent on surface energy, were

evaluated by MTS assay, ALP activity, and alizarin red staining

methods. As a result, the amount of total proteins adsorbed on

titanium surface was higher than that on stainless steel. Besides,

the amounts of fibronectin, vitronectin, and osteogenic growth

peptide, which have been known to enhance the proliferation and

differentiation of osteoblast, were higher on titanium surface than

on stainless steel. Indeed, the proliferation and differentiation

activities of osteoblasts on titanium surface were all higher than

those on stainless steel with the significant level of P < 0.05.

From the results, it can be concluded that the titanium with

higher surface energy than stainless steel has a higher capacity

for adsorption of serum proteins and this must provoke enhanced

proliferation and differentiation activities of osteoblasts compared

with stainless steel.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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