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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초록

생체 분해성 Mg-Ca-Zn 합금이

토끼 성장판에 미치는 영향

서울대학교 대학원

의학과 해부학 전공

송 미 현

정형외과 영역에서 골유합 후에는 이차적인 삽입물 제거술을

시행하게 되는데, 이로 인한 통증과 연부조직 손실, 일상생활로의 복귀

지연 등의 여러 문제들이 발생하고는 한다. 특히 소아 환자들의 경우, 

전신마취를 다시 시행 받아야 한다는 점도 매우 부담스러운 일이다. 

이들 환아에서 고식적인 삽입물 대신에 생체 분해성 삽입물로

내고정하면 추가적인 삽입물 제거술 없이 한차례의 수술로 치료가

종결될 수 있기 때문에, 생체 분해성 제제 삽입물의 개발은

소아정형외과 분야에서 매우 매력적인 소재라 할 것이다. 본 연구의

목적은 생체 분해성 Mg-Ca-Zn 제제가 성장판이 열려 있는 소아에서

사용해도 안전한지 여부를 평가하는 것이다. 이를 위하여 생체 분해성

Mg-Ca-Zn 제제를 가토 성장판에 식립한 후 흡수되는 과정에서

성장판에서의 반응을 관찰하여 사용한 생체 분해성 Mg-Ca-Zn 제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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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해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생체 적합한 소재인지 검증하고자 하였다. 

또한 플라즈마 전해 양극산화 (plasma electrolytic oxidation, PEO)

코팅 핀과 코팅을 하지 않은 핀과의 분해 속도 및 반응에 차이가

있는지에 대해서도 확인해보고자 하였다.

6주차 36마리의 미성숙 가토를 사용한 핀의 종류에 따라 플라즈마

전해 양극산화 코팅 군과 코팅을 하지 않은 군으로 나누어 삽입 3주,

6주, 12주간 실험을 수행하였다. 직경은 1.3 mm이고 길이는 35 mm인

Mg-Ca-Zn 핀을 대퇴 과간 절흔에서 원위 대퇴골 성장판을

관통하도록 삽입하였다. Micro CT 영상을 분석하여 가토의 대퇴골의

전장 길이를 측정하고, 핀의 잔여 부피와 핀 주위의 빈 공간의 부피를

측정하였다. 또한 이를 통하여 핀의 분해 속도를 계산하였다.

조직학적으로는 핀 주위의 성장판에 불연속성 발생 여부 및 상기 부위의

개재 물질에 대해서 확인하고 조직병리학적으로 염증 반응이

동반되는지를 평가하였다. 조직형태학적으로는 핀 주위 성장판의 높이를

측정하였다.

플라즈마 전해 양극산화 코팅 군과 코팅을 하지 않은 군 모두에서

급성기 및 만성기 염증 반응은 관찰되지 않았으나, 삽입된 핀의 분해

속도와 성장판에서의 반응에는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플라즈마 전해

양극산화 코팅 핀은 코팅을 하지 않은 핀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천천히

분해되었고 더 적은 양의 수소 가스를 형성하였다. 분해 속도의 차이에

의하여 핀의 분해 속도가 더딘 플라즈마 전해 양극산화 코팅 군에서는

작은 사이즈의 골가교가 발생하였을 뿐이지만 핀이 빠르게 분해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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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팅을 하지 않은 군에서는 골가교의 크기가 크고 성장판 조기 폐쇄가

발생하기도 하였다. 성장판에서 관찰된 이러한 차이로 인하여 플라즈마

전해 양극산화 코팅 핀과 연관해서는 성장 장애가 발생하지 않았으나

코팅을 하지 않은 핀과 연관하여는 핀이 식립된 대퇴골의 단축 소견이

명확하게 관찰되었다. 상기 연구 결과에 따라 생체 분해성 Mg-Ca-Zn 

합금 중 플라즈마 전해 양극산화 코팅을 시행한 Mg-Ca-Zn 합금은

생체에 적합하고 성장판에 사용하여도 안전한 정도의 분해 속도를 갖는

것으로 판단되었다.

………………………………………………………………………………………

주요어 : 생체 분해성, Mg-Ca-Zn 합금, 플라즈마 양극 전해산화,

성장판

학  번 : 2014-305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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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장 서    론

제 1 절 연구의 배경

소아정형외과 영역에서의 생체 분해성 제제의 필요성

정형외과 영역에서 골절 부위의 골유합을 얻고 난 후에는 이차적인

삽입물 제거술을 계획하게 된다. 이러한 재수술은 수술 부위 통증의

발생과 삽입물 주위 연부조직의 손상 유발하고 일상생활로의 복귀

시기를 지연시키는 등 여러 문제들을 이야기하게 된다 (Barcak et al, 

2018). 특히 소아정형외과 분야에서는 환아가 전신마취를 다시 시행

받아야 한다는 점도 환아 가족에게 매우 부담스러운 일이다 (Picher et 

al, 2014). 고식적인 삽입물 대신에 생체 분해성 제제를 이용한

삽입물로 내고정하면 추가적인 삽입물 제거술 없이 한차례의 수술로

치료가 종결될 수 있기 때문에 앞서 설명한 여러 합병증들을 최소화할

수 있다. 따라서 생체 분해성 제제 삽입물의 개발은 소아정형외과

분야에서 매우 매력적인 소재라 할 것이다.

정형외과 영역에서 사용 중인 생체 분해성 제제들

생체 분해성 제제들은 생체 내에서 서서히 분해가 가능하며, 생체

적합성을 가져 생성된 부산물들이 체내에서 정상적인 세포 생리 및

생화학적 과정을 통해 흡수가 가능하여야 한다. 특히 정형외과 영역에서

사용하려면 적절한 치유가 이루어지기 전에 고정력이 손실되지 않도록

분해의 속도가 적정하여 재료의 강도가 유지되어야만 한다. 이 중 P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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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lylactic acid), PGA (polyglycolic acid)와 PDS(polydioxanone)

등의 폴리머 (polymer)들은 분해 과정에서 골조직으로 점진적인 하중의

전달이 가능하고 수술 이후 제거가 필요 없으며, 방사선 평가가

용이하다는 장점을 갖고 있어 골절 및 연부조직의 고정에 주로 사용되어

왔다 (Ciccone WJ 2nd, 2001). 하지만 이들 제제들은 기계적 특성이

금속 고정물에 미치지 못하고 (Danels et al, 1990), 골용해, 주위

관절의 활액막염, 비후성 섬유 육종의 형성 등 염증 반응들을 유발할 수

있다는 단점이 있다.

생체 분해성 마그네슘 제제

마그네슘 (magnesium, Mg)은 신체에 정상적으로 존재하는 요소로

흡수되는 과정에서 전신적인 염증반응을 유발하지 않고 생체적합성이

뛰어나다 (Hanzi et al, 2010; Pichler et al, 2014). 인체 골조직과

유사한 탄성을 갖고 있어 응력 방패 반응 (stress shield reaction)을

최소화해주는 장점도 지닌다 (Yu et al, 2012). 또한 흡수된 마그네슘

제제의 주변부에는 높은 농도의 무기질 침착과 골량 (bone mass)도

증가가 관찰되므로 흡수 과정에서 골유도 효과 (osteoinductive 

effect)를 유발하는 것으로 생각된다 (Krause et al, 2010; Witte et al, 

2005). 현재 정형외과적 영역에서 흔히 사용되는 티타늄 제제와

비교하였을 때도 삽입물과 골조직 간의 접촉 강도 (bone-implant 

interface strength) 및 골성결합 (osteointegration) 능력에서 월등한

결과를 보인다 (Castellani et al, 2011).



3

하지만 생체 분해성 마그네슘 제제가 빠르게 분해되는 과정에서

고농도의 수소 가스가 포함된 액체 용액이 흡수된 마그네슘 제제 주위에

형성되며 (Witte et al, 2005),

Mg + 2H2O → Mg2+ + 2OH- + H2

이러한 가스 형성이 골유합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추정된다

(Pichler et al, 2014). 액체 용액의 형성은 생체 분해성 마그네슘

제제가 흡수되는 속도에 비례하며, 최근에는 이러한 분해 부산물의

형성을 최소화하기 위해 흡수 속도를 늦추려는 여러 가지 방법들이

소개되고 있다. 

그 첫 번째 방법은 마그네슘 외의 다른 물질을 첨가하여 생체

분해성 마그네슘 합금 제제를 제작하는 것이다 (Pichler et al, 2014;

Krause et al, 2010; Persaud-Sharma and McGoron, 2011; Kraus et 

al, 2018; Hanzi et al, 2010; Li et al, 2008). 합금 재료로는 알루미늄

(Al), 아연 (Zn), 망간 (Mn)과 희토류인 레늄 (RE)과 이트륨 (Y)

등의 원소가 주로 사용된다. 그러나 이 중 알루미늄이나 망간은 체내에

일정 수준 이상 존재하면 신경 독성을 띈다는 단점을 가지고 있고

(Banks and Kastin, 1989; Darbre, 2006), 레늄과 이트륨은 뼈를

포함한 신체 내에 축적되는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 (Gu and Zheng, 

2010). 따라서 다양한 원소 중, 칼슘 (Ca)과 아연 등을 포함하는 것이

가장 권장된다고 할 수 있겠다 (Cho et al, 2013).

또한 마그네슘 합금의 표면을 코팅하는 과정을 통하여 분해 속도를

조절하려는 시도들도 있었다 (Gu et al, 2010; Lu et al,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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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절 생체 분해성 제제에 관하여 미성숙 골에서 시행

된 선행 연구들

소아 미성숙 골의 특징

성장이 완료되지 않은 소아의 미성숙 골은 성인의 골과는 여러 차이를

보이는데, 특히 골단과 골간단 사이에 성장판이라는 특화된 연골 조직이

존재한다는 점에서 가장 큰 차이가 있다. 성장판은 병리학적으로 정지대

(resting zone), 증식대 (proliferative zone), 비후대 (hypertrophic 

zone)의 세 층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들 세 층에서 성장 완료 시까지

연골내 골화 (endochondral ossification)가 일어나 장관골의 길이

성장에 기여하게 된다(Rivas and Shapiro, 2002). 첫 층인 정지대는

연골 세포가 아직 미성숙 상태로 드물게 존재하고 있으며, 연골

세포들은 증식대에서 활발한 세포 분열을 일으키게 된다. 이 과정에서

특징적으로 제2형 콜라겐과 aggrecan과 같은 세포외 기질의 생성과

세포 대사가 활발히 진행된다 (Lefebvre et al, 2005). 비후대에서는

연골 세포의 크기가 증가하고 제 10형 콜라겐과 같은 독특한 세포외

물질이 발현하게 된다. 이후 연골 세포는 주변 기질을 석회화하고

사멸의 과정에 이르며 그 자리에 모세혈관이 자라서 들어오면서 함께

이동한 골모세포들이 골 기질을 생성하게 된다 (Burkus and Ogden, 

1984; Shapiro et al, 1977).

성장판의 비가역적인 손상이 발생하여 조기 성장판의 유합

(premature physeal closure)이 발생하게 되면 위치나 크기에 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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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골의 각변형 (angular deformity)와 사지 길이 부동 (limb length 

discrepancy), 관절면의 부조화가 초래된다 (Mayer, 1984; Navascues 

et al, 2000; Riseborough et al, 1983). 그리고 골 성장이 끝날 때까지

그 장애의 정도가 점점 증가하게 된다. 그러한 이유로 실제 임상에서

소아 환자의 변형 교정을 위해 절골술을 시행하거나 골절 이후 삽입물을

이용하여 내고정을 시행할 때에는 성장판을 피하여 고정하는 방법을

선호하고, 불가피하게 성장판을 가로질러 내고정을 시행할 때에는

나사산이 없는 금속핀을 성장판에 가능한 한 수직의 방향으로 삽입하고

조기에 제거하고자 한다 (Gomes and Volpon, 1993). 따라서 골성숙에

이르지 못한 소아 환자를 대상으로 생체 흡수성 제제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삽입물이 성장판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먼저

면밀히 확인해보아야 한다.

성장판에 삽입된 생체 분해성 polymer 제제들과 그 영향

생체 분해성 polymer 제제들이 개발된 이래로 다양한 종류의 제제들을

이용한 선행 연구들이 있었다. Mäkelä 등 (1987)은 직경 3.2 mm의

polyglactin 910 핀을 미성숙 가토의 원위 대퇴골에 이식한 후 24주간

변화를 살펴보았다 (대조군: 직경 3.2 mm 결손 모델). 삽입된

polyglactin 910은 가수 분해되어 24주 이후에는 해면골로 이루어진

골가교를 형성하였으나, polyglactin 910과 대조군 모두에서 동일하게

골가교가 발생되고 성장 지연이 발생하였기에 polyglactin 910 자체가

성장판에 유해하지는 않은 것으로 판단하였다. 하지만 사용된



6

polyglactin 910 제제는 인장력이 약해 삽입 후 3주가 경과하자 성장

과정에서 발생한 장력을 견디지 못하고 부러짐이 발생하였다. 생체 내

분해 중에 polyglactin 910의 인장력이 성장 과정에서 발생하는 장력을

초과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성장판을 관통하여 삽입하는 삽입물로의

사용이 부적절하다고 판단되어 진다.

Mäkelä 등 (1989)은 직경 3.2 mm와 직경 2.0 mm의 PDS 

(polydioxanone)을 이용하여서도 유사한 실험을 시행하였다 (대조군:

동일한 지름의 결손 모델). 결과적으로 직경 3.2 mm PDS와 그

대조군에서는 동일하게 골가교가 형성되었으며, 직경 2.0 mm PDS와 그

대조군에서는 성장이 지속적으로 유지됨을 확인할 수 있었는데, 이는

직경 3.2 mm의 핀 굵기가 전체 단면적의 7%를 상회하기 때문으로

생각된다. 역시 6주가 경과하자 PDS 제제가 부러지는 모습이

관찰되었다. Otsuka 등 (1992)도 1.3 mm 굵기의 PDS를 성장판을

관통하여 삽입한 후 성장판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하였는데, PDS가

분해되는 과정에서 명확한 염증 반응이나 이물 반응 (foreign body 

reaction)이 발생하지는 않았지만 대조군에 비하여 골가교의 발생

빈도는 더 높게 확인되었다. 

SR-PGA (self-reinforced) polyglycolide 역시 성장판에

대조군인 결손 모델에 비하여 특이할 만한 손상을 주지는 않는 것으로

관찰되었다 (Gil-Albarova et al, 1998; Mäkelä et al, 1990). Mäkelä

등 (1990)은 원위 대퇴골 골단 분리증을 유발한 뒤 직경 1mm의 SR-

PGA로 고정한 후 해당 성장판에서 지속적인 성장이 이뤄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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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하였다. 따라서 Mäkelä 등은 SR-PGA가 충분히 안정적인 고정력을

제공하는 삽입물이며, 성장 지연을 유발하지 않는다고 주장하였다.

그러나 Böstman 등 (1993)에 따르면 실제 소아 과상부 골절에서 SR-

PGA를 사용하였을 때 골절의 정복 유지가 14예 중 8예에서만

유지되는 것으로 관찰되어 실제 임상에 적극적으로 사용되고 있지는

못하다.

앞서 설명한 polyglactin 910, PDS, PGA 외에도 polylactic acid 

(PLA) poly-L-lactic acid (PLLA), 등의 생체 분해성 polymer 들은

기계적 특성이 금속 삽입물에 비해 약하기 때문에 체중부하 부위에는

사용하지 않는 것이 권고되고 있다 (Hope et al, 1991). 실제로 Partio 

등 (1997)이 9례의 청소년의 원위 대퇴골 골절에서 SR-PGA와 SR-

PLLA 나사못을 사용한 결과 2례에서 정복의 소실이 관찰되었음을

보고하였다. 또한 분해 과정에서 비세균성 염증 반응을 유발하기도 하여

삽입 후 4개월 이내에 8% 정도의 환자에서 국소적인 발적, 종창,

분비성 누공 (discharging sinus), 활액막염 (synovitis) 등의 다양한

이물 반응이 발생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Hope et al, 1991). 특히

PGA 삽입물은 염증 반응의 일환으로 골용해를 일으킬 수 있다고

보고되고 있다. 그 외에도 드물지만 생체 분해성 polymer의 삽입 이후

무혈성 괴사나 심부 정맥 혈전증 등이 발생한 보고들도 있다 (Hope et 

al, 19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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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체 분해성 마그네슘 제제가 성장판에 미치는 영향

생체 분해성 마그네슘 제제들이 흡수 과정에서 연골 세포 및 체내

연골내 골화 과정에 어떤 영향을 보이는지에 대한 연구는 그리 많지

않다. 유사 연구로 Feyerabend 등 (2006)은 각기 다른 농도의

MgSO4 용액을 첨가하여 시행한 인체 관절 연골 세포의 in vitro 실험

결과, 마그네슘의 농도가 10mM에 이를 때까지 첨가된 마그네슘의 양에

비례하여 관절 연골 세포의 증식 (proliferation), 재분화

(redifferentiation), 유전자 및 단백질 발현 과정이 촉진되었다고

보고하였다. 이러한 변화는 세포막에 존재하는 transient receptor 

potential (TRP) 계열 (특히 TRPM6과 TRPM7 같은 양이온 양이온

채널들)이 관여하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성장판 연골에 Mg 합금이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는 주로

Mg5Zn0.25Ca0.15Mn 합금 (ZX50)과 Mg1Zn0.25Ca0.15Mn2Y 합금

(WZ21)을 이용하여 진행되었다. 다른 구성 요소로 이뤄진 두 합금은

분해 속도에서도 차이를 보이는데 빠르게 분해되는 ZX50 합금에

비하여 WZ21 합금은 상대적으로 느리고 적정한 분해 속도를 갖는다.

Pichler 등 (2014)은 생체 분해성 ZX50 합금과 WZ21 합금을

이용하여 인체 성장판 연골 세포 (growth plate chondrocyte)와

골모세포 (osteoblast)에 in vitro 세포 연구를 수행하였으며, 이들 중

상대적으로 분해 속도가 느린 WZ21 합금에서 연골 세포의 생존과 증식,

형태 유지가 잘 유지되고 있는 것을 확인하였다. 따라서 분해 속도가

빠른 ZX50 합금보다는 느리게 분해되는 WZ21 합금이 더 생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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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합성을 갖는 것으로 보고되었다. 후속 연구로 Krause 등 (2018)은

가토 성장판에 WZ21 합금과 ZX50 합금을 이식하고 생체 내에서 두

합금이 성장판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하였다. 분해 속도가 빠른 ZX50 

합금에서는 분해 과정에서 다량의 수소 가스가 형성되었으며, 이와

연결되어 성장판의 국소적 파괴와 성장 지연 소견이 관찰되었다. 반면에,

느리고 적절한 분해 속도를 갖는 WZ21 합금에서는 적은 수소 가스의

형성 및 매우 균질한 분해 양상이 확인되었으며, 대조군인 골결손

모델에 비하여 명확한 성장 지연이 관찰되지 않았다. 하지만 WZ21 

합금은 희토류인 이트륨 (yttrium; Y)을 포함하고 있는데 이 물질은

분해 과정에서 마그네슘과 결합하여 피질골에 저장되고 (Amerstorfer

et al, 2016), 장기적으로 체내 독성 효과를 보일 수 있기에 (Pichler et 

al, 2014), 해당 논문의 연구자들조차 소아에서 되도록이면 사용하지

않는 것을 권고하며 논문을 결론지었다. 따라서 WZ21 합금을

상용화하기에는 제한점이 있다고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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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절 본 연구의 목적

모든 구성 요소들이 생체 적합성을 띄는 보다 안전한 성분들로만

이루어지고, 흡수 속도 또한 적절한 생체 분해성 마그네슘 합금 제제의

개발을 요하며, 임상에서의 사용을 위해서는 삽입 후 성장판에 유해한

영향을 미치지 않고 성장 지연을 일으키지 않는다는 점이 방사선학적, 

조직학적 분석을 통하여 확인되어야 할 것이다. 생체 분해성 마그네슘

합금 제제 상용화할 수 있다면 이차적인 삽입물 제거술을 시행하지

않아도 되니 임상적으로는 매우 의의 있는 일이 될 것이다. 본 연구는

새로이 개발된 생체 분해성 Mg-Ca-Zn 합금을 대상으로 하여 분해

과정에서 성장판 내의 연골 세포에 어떤 반응을 보이는지 알아보고자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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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장 연구 재료 및 방법

제 1 절 연구 재료

두 종류의 다른 Mg-Ca-Zn 합금 핀 (U&I Corporation)이 본

연구에 사용되었다. 두 종류의 핀들은 Mg-Ca-Zn 합금의 구성은 Mg 

94 wt%, Ca 5 wt% 및 Zn 1 wt%로 동일하였으며, 직경이 1.3 mm이고

길이는 35 mm로 제조되었다. 표면처리 방식에서 각기 차이를 보 한

종류는 플라즈마 전해 양극산화 (plasma electrolytic oxidation, PEO)

기술을 이용하여 표면을 코팅한 Mg-Ca-Zn 핀이고, 다른 핀은 표면에

코팅 처리를 하지 않았다.

PEO 코팅은 전통적인 양극산화 처리 (anodizing process)에서

비롯된 표면 코팅 방법으로 Mg 합금을 수용성 전해액에서 넣은 후

300V에서 600V의 고전압 자극 (pulse)를 인가하여 산화 피막 코팅을

생성하는 방법이다 (Fig.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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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13

B

Fig. 1. Plasma electrolyte oxidation (PEO) coating process (A) This method originated from a traditional anodizing process. (B) 

Oxide film is produced which then adheres to the Mg alloy surface during plasma dischar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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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절 동물 실험

36마리의 미성숙 가토를 이용하여 연구를 수행하였다 (6주령). 

zoletil (10 mg/kg)과 xylazine (20 mg/kg)을 전신 마취한 다음 슬관절

주위의 털을 깎았다. 베타딘 용약으로 소독한 후 슬개골을 촉지하며

슬관절 정중앙부로 피부 절개를 하였다. 내측 슬개골 주위 절개

접근법을 이용하여 슬개골을 외측으로 탈구시켜 슬관절을 노출시켰다.

투시 영상을 확인하며 대퇴 과간 절흔에서부터 원위 대퇴골 전방 피질을

관통하도록 성장판 중심을 최대한 수직으로 관통하도록 Mg-Ca-Zn 

핀을 식립하였다 (Fig. 2, 3). 이 중 18마리의 가토는 플라즈마 전해

양극산화 코팅 핀을 사용하였고, 나머지 18마리의 가토는 표면을

코팅하지 않은 핀을 사용하였다. 반대편 원위 대퇴골 성장판에도 동일한

술식으로 핀을 삽입하고 식립된 핀을 직후에 제거하여 성장판에 결손

모델을 만들어 주었다. 수술 이후 탈구된 슬개골을 정복하고 2-0 

Ethilon을 이용하여 상처를 봉합하였다. 술 후 cefazolin (30 mg/kg)과

ketorolac (1 mg/kg)를 정맥 주사하였고, 모든 가토는 수술 직후부터

독립된 우리 내에서 자유롭게 움직이도록 허용되었다.

모든 실험군마다 6마리의 가토를 각각 핀 삽입 3주, 6주, 12주에

마취제와 0.3mL의 KCL을 이용하여 희생시키고 72개의 대퇴골 검체를

채취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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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 Photographs showing the animal experiment. (A) Anterior midline 

incision was made. (B) A standard medial parapatellar approach was used 

to exposure the whole distal femur. (C-D) A Mg-Ca-Zn alloy pin (1.3-

mm diameter; approximately 1%–2% relative to the entire cross-sectional 

area of the distal femoral growth plate) was inserted from the femoral 

intercondylar notch to the distal femoral anterior cortex through the center

of the phys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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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 Insertion method of a Mg-Ca-Zn alloy pin. (A) In the coronal plane, 

a pin was inserted in the center of the femoral intercondylar notch 

perpendicular to the growth plate. (B) In the sagittal plane, a pin was 

inserted into the distal femoral anterior cortex through the center of the 

phys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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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절 Micro-CT 분석   

Micro-CT scanner (Skyscan 1076; SkyScan, Aartselaar,

Belgium)을 이용하여 채취된 모든 검체의 영상을 촬영하였다.

실험 6주, 12주차의 경우에는 Micro-CT Analysis Tool 

(programmed by PhD. Sang Joon Park, Seoul, Korea)을 이용하여

Mg-Ca-Zn 핀의 잔여 부피와 핀 주위의 빈 공간의 부피를 측정하였다

(Fig. 4). 이 결과값으로 핀의 분해 비율 (percentage, %)과 분해 속도

(degradation rate)를 도출하였다. 분해 속도는 다음과 같은 공식으로

산출하였다 (Cho et al, 2012).

분해 속도 (mm/year) = 
초기	부피	�	핀의	잔여	부피	

초기	표면	면적	�	분해	시간	

참고로 핀의 초기 부피는 44.87 mm3; 초기 표면 면적은 141.83 mm2

이었다.

Mg-Ca-Zn 합금 핀과 분해 과정에서 형성된 부산물이 성장판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았다. 분해 과정에서 Mg-Ca-Zn 합금 핀 주위의

성장판에 불연속성이 발생하는지 여부와 이 부위가 전체 성장판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확인하였다 (Fig. 5). 또한 성장판 연골이 거의 사라져

관찰되지 않을 경우에는 성장판 조기 폐쇄가 발생한 것으로 정의하였다.

RadiAnt DICOM Viewer (CT viewer program, SkyScan)를

이용하여 실험 3주, 6주, 12주차에 얻은 대퇴골 검체의 총장 길이를

측정하였다. 대퇴골의 길이는 대퇴골 두의 정점에서 내측 상과의 끝

단까지의 길이로 정의하였다 (Fig.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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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4. MCTAT (micro CT Analysis Tool) was used to measure the residual volume of the pin and the void volume around the p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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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5. Micro-CT image showed the way of measuring physeal 

discontinu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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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6. Micro-CT image showed the way of measuring femoral segment 

lengt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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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 절 조직학적 분석   

검체는 99.5% 에탄올에서 고정을 시행하고 통법에 따라 탈수 및

Technovit 7200 VLC (Exakt, Hamburg, Germany) 용액에 포매하였다.

이어 연마기를 이용하여 삽입된 핀의 중앙에서 관상면을 따라 절단하여

5㎛ 두께의 절편을 제작한 후 변형 H & E 염색법 (Polyscience Inc., 

Warrington, PA, USA)으로 염색을 시행하였다 (Fig. 7).

플라즈마 전해 양극산화 코팅 Mg-Ca-Zn 핀과 표면을 코팅하지

않은 핀 모두에서 핀 삽입 3주, 6주, 12주 이후 핀이 분해되는

과정에서의 전반적인 조직학적 양상에 대해 관찰하였다.

조직형태학적인 분석의 일환으로 핀 주위의 성장판의 높이에 대해

측정하였다. 또한 핀 삽입 부위 주위로 성장판에 불연속성 발생 여부 및

상기 부위의 개재 물질의 양상에 대해 확인하였다. 성장판이 거의

완전히 없어져 흔적만 남아있는 경우에는 조기 성장판 폐쇄가

발생하였다고 간주하였다. 연골 세포의 배열 (orientation), 밀도

(density), 세포 분열 (cell cloning) 양상에 대해서는 국제 골관절염

연구회의 권고안에 따라 판단하였다 (Glasson et al, 2010). 

조직병리학적으로 염증 반응이 동반되는지도 평가하였다 (Tabl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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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7. Multiple staining metho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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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Microscopic scoring of growth plate (Glasson et al, 2010)

Chondrocyte density

Normal 0

Increase or slight decrease 1

Moderate decrease 2

Severe decrease 3

No cells 4

Cell cloning 

Normal 0

Several doublet 1

Many doublet 2

Doublets and triplets 3

Multiple cell nests or no cells in section 4

Inflammation cell (lymphocytic/ plasmocytic) infiltration 

Normal (Occasional cell) 0

Mild – focal infiltration, no lymphoid aggregates 1

Moderate - diffuse infiltration, no lymphoid aggregates 2

Marked - discreet lymphoid aggregates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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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5 절 통계 분석   

정규 분포를 따르지 않는 연속 변수는 Wilcoxon signed-rank 검정

(대응 표본)와 Mann-Whitney 검정 (독립 표본)을 사용하였으며, 정규

분포를 따르는 경우에는 paired t 검정 (대응 표본)와 independent t 

검정 (독립 표본)을 수행하였다. 세 그룹 이상의 변수의 비교 분석에는

Kruskal-Wallis 검정을 사용하였다. 그리고 분해 속도와 성장판의

불연속 부위 불연속성 발생 사이의 관계를 파악하고자 단일 logistic

회귀분석을 사용하였다. 모든 통계 분석은 21.0 version SPSS (SPSS, 

Inc., Chicago, IL, USA)을 이용하여 수행하였으며, p 값이 0.05 미만인

경우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간주하였다.



26

제 3 장 연구 결과

제 1 절 분해 양상

핀 삽입 3주, 6주, 12주 후에 핀의 잔여 부피 (residual volume)를

측정하였을 때, 플라즈마 전해 양극산화 코팅 핀의 잔여 부피가 코팅을

하지 않은 핀의 잔여 부피에 비해 항상 컸다 (Fig. 8A) 또한 핀 주위의

빈 공간의 부피 (void volume)는 플라즈마 전해 양극산화 코팅 군에서

코팅을 하지 않은 군에 비하여 더 작게 측정되었다 (Fig. 8B). 따라서

플라즈마 전해 양극산화 코팅을 한 군에서 Mg-Ca-Zn 합금의 분해가

더 천천히 진행되고 그로 인해 수소 가스의 형성도 더 적게 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Table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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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8. Degradation performance of both PEO-coated and non-coated Mg-

Ca-Zn alloys. (A) The residual volumes of the PEO-coated alloys were 

significantly larger than those of the non-coated alloys at every time point. 

The initial Mg alloy volume was 44.87 mm
3. Note the asterisk (*) indicates

that the p-value was under 0.05. (B) The void volumes of PEO-coated 

alloys were smaller than those of non-coated alloys at every time point. 

Note the asterisk (*) indicates that the p-value was under 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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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2 Quantitative analysis of micro-CT imaging 

Follow-up 

period (weeks)

6 12

PEO-coated group Non-coated group P value** PEO-coated group Non-coated group P value**

No. of animals 6 6 6 6

Residual volume

(RV) (mm3)
42.5 (40.1 to 44.5) 33.6 (30.9 to 37.6) 0.010 36.1 (30.3 to 40.6) 28.4 (23.5 to 33.2) 0.026

Void volume

(VV) (mm3)

2.4 (1.1 to 4.3) 19.4 (13.9 to 34.2) 0.010 19.4 (8.6 to 33.7) 42.1 (15.5 to 67.3) 0.132

Degradation 

percentage (%)

5.3 (0.8 to 10.6) 25.2 (31.2 to 16.2) 0.010 19.6 (0.6 to 32.5) 36.7 (26.1 to 47.5) 0.026

Degradation rate

† (mm/year)

0.145

(0.021 to 0.292)

0.690

(0.445 to 0.856)
0.010

0.269

(0.131 to 0.446)

0.503

(0.357 to 0.651)
0.026

*Data in parenthesis represent ranges

**Mann-Whitney test

†Degradation rate was calculated as follows (Cho et al, 2012): degradation rate (mm/year) = 
��������	������	–	���

([�������	�������	����]�	����)

where initial volume is 44.87 mm3 and the initial surface area is 141.83 mm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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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절 전반적인 조직 반응 양상

플라즈마 전해 양극산화 코팅 Mg-Ca-Zn 핀과 코팅하지 않은

Mg-Ca-Zn 핀 모두 삽입 3주 이후로 분해 과정이 시작되었다 (Fig. 

9).

핀 삽입 3주차에 플라즈마 전해 양극산화 코팅 Mg-Ca-Zn 군

(Fig. 10A, B)은 분해가 시작되어 표면이 불규칙해지고 그 부위가 주위

골조직에 단단히 결합되는 모습이 관찰되었다. 수소 가스의 형성은 거의

관찰되지 않았고, 금속 잔해 (metallic granule)가 포함된 검은 과립자

(granules) 들도 핀 주위에서 일부만 관찰되었다. 또한 삽입된 핀

주위의 성장판은 미세한 비후가 관찰될 뿐 연골 세포의 배열 형태는 잘

유지된 형태였다. 반면에 코팅이 되지 않은 Mg-Ca-Zn 군 (Fig. 10C, 

D)은 플라즈마 전해 양극산화 군에 비해서 표면이 심하게 분해되고

주위 골조직과의 결합이 덜 진행된 양상이 관찰되었다. 또한 수소

가스가 성장판 전반에 걸쳐 다량 형성되어 있었고 금속 잔해가 포함된

대형 과립의 형성이 자주 관찰되었다.

6주 차에는 두 군 모두에서 핀의 분해가 더 진행된 모습을 보였다

(Fig. 9). 플라즈마 전해 양극산화 코팅을 한 군보다 코팅을 하지 않은

군에서 핀의 분해는 더 빠르게 진행되었는데, 이로 인하여 6 예 중 4

예에서 핀이 부러진 형태로 관찰되기도 하였다. 또한 분해 과정에서

생성되는 수소 가스의 양도 코팅을 하지 않은 군에서 더 많은 것으로

관찰되었다. 분해의 과정에서 성장판에 골가교 (bone bridge)가

생성되기 시작하는 것도 이 시기에서 처음 관찰되었다 (Fig.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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핀 삽입 후 12주가 경과하자 핀의 분해가 더 활발히 진행하였다

(Fig. 11). 그러나 6 예 중 3 예에서 골단과 성장판의 핀이 거의 완전히

분해되어 금속 파편만 관찰될 정도로 코팅을 하지 않은 군에서 핀의

분해가 더 격렬하게 진행되었다 (Fig. 11). 골가교는 플라즈마 전해

양극산화 코팅을 시행한 군과 하지 않은 군에서 모두 관찰되었는데

(Table 3), 코팅을 하지 않은 군에서 더 큰 사이즈로 관찰되었다. 또한

코팅을 시행하지 않은 군의 일부에서는 성장판 연골이 거의 사라지고

흔적만 남아있어 조기 성장판 폐쇄가 의심되기도 하였다 (Fig.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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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9. Micro-CT images (A) and histologic appearances (B) throughout 

the follow-up period. Note the scale bars represent 1 m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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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0. Histologic analyses at 3 weeks of follow-up. (A) In the PEO-

coated Mg-Ca-Zn alloy pin, there was rare gas formation (scale bar: 1 

mm). (B) Magnification of Fig. 3A. The pin had an irregular surface, but 

tight bone integration formed over the pin surface. In addition, the growth 

plate adjacent to the pin showed mild hypertrophy and maintained orderly 

chondrocyte arrangement (scale bar: 200 μm). (C) In the non-coated Mg-

Ca-Zn alloy pin, a large amount of gas formed (scale bar: 1 mm). (D) 

Magnification of Fig. 3B. The pin surface was severely degraded compared 

to that of the PEO-coated group. The growth plate against the pin had 

orderly chondrocyte arrangement. Thickness of bone integration was 

shallower than that in the PEO-coated group (scale bar: 200 μ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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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1. Histologic analyses at 12 weeks of follow-up. (A) A small bone 

bridge (*) formed on the growth plate against the PEO-coated Mg-Ca-Zn 

alloy pin (scale bar: 1 mm). (B) Additional fragmentation occurred on the 

surrounding growth plate (scale bar: 200 μm). (C) The non-coated Mg-

Ca-Zn alloy pin in the epiphysis and physis was almost completely 

degraded (scale bar: 1 mm). (D) The growth plate almost fused to mature 

bone (scale bar: 200 μ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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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3 Summary of the effects of a Mg-Ca-Zn alloy pin on the growth plate 

Follow-

up period

(weeks) 

Group Rabbits

Physeal 

height 

(µm)

Chondrocyte 

Cell cloning†

Physeal discontinuity* Femoral segment length 

Orientation Density†
Percentage 

(%)

Width 

(µm)

Interposed 

substance

Length (mm) 

(ipsilat. / 

contralat.)

Ratio 

compared 

to control

3

PEO-

coated

1 302.8 orderly 1 2 - - - 78 / 78 1

2 499.9 orderly 1 0 - - - 79 / 79 1

3 751.2 orderly 3 4 - - - 79 / 79 1

4 497.4 orderly 1 0 - - - 76 / 76 1

5 504.3 orderly 0 1 - - - 80 / 80 1

6 620.8 orderly 2 1 - - - 78 / 78 1

Non-

coated

1 549.4 orderly 1 4 - - - 78 / 78 1

2 631.6 orderly 0 4 - - - 79 / 79 1

3 666.1 orderly 1 0 - - - 74 / 74 1

4 630.4 orderly 1 1 - - - 76 / 76 1

5 303.3 orderly 1 4 1.3 492

Void area 

(Hydrogen 

gas)

77 / 78 0.99

6 270.7 orderly 0 2 - - - 79 / 79 1

Control (average) 466.4 orderly 0 to 1 0 to 1 0.8 325.3 Bone bridge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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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PEO-

coated

1 403.3 orderly 1 1
0.9 511 Bone bridge 96 / 96 1

2 0 disorderly 2 0
2.0 733 Bone bridge 92 / 92 1

3 428.7 orderly
1 0

0.8 250 Bone bridge 90 / 90 1

4 706.1 orderly 1 0
- - - 99 / 99 1

5 756.6 orderly 1 0
- - - 97 / 97 1

6 441.5 orderly 3 0
- - - 79 / 80 0.99

Non-

coated

1 0 disorderly 4 4 15.8 3168 Bone bridge 88 / 92 0.96

2 0 disorderly 4 4 16.5 3656 Bone bridge 87 / 91 0.96

3 0 N/C 4 4 Premature physeal arrest 88 / 93 0.95

4 0 disorderly 1 1 2.3 920 Bone bridge 89 / 89 1

5 391.1 orderly 1 4 - - - 87 / 87 1

6 333.6 disorderly 2 4 - - - 91 / 91 1

Control (average) 309.7 orderly 0 to 1 0 to 1 0.9 351.7 Bone bridge - -

12 

PEO-

coated

1 113.5 orderly 0 4 - - - 92 / 92 1

2 0 disorderly 2 4 0.2 103 Bone bridge 95 / 96 0.99

3 0 disorderly 2 4 0.3 267 Bone bridge 91 / 93 0.98

4 0 disorderly 2 4 0.5 444 Bone bridge 94 / 96 0.98

5 0 orderly 2 2 0.5 487 Bone bridge 96 / 98 0.98

6 136.8 orderly 0 4 - - - 93 / 93 1

Non-

coated

1 0 N/C 4 4 Premature physeal arrest 85 / 96 0.89

2 0 N/C 4 4 Premature physeal arrest 89 / 97 0.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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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0 N/C 4 4 Premature physeal arrest 85 / 92 0.92

4 0 disorderly 3 1 1.8 467 Bone bridge 91 / 91 1

5 0 disorderly 4 4 15.9 3487 Bone bridge 93 / 99 0.94

6 0 N/C 4 4 Premature physeal arrest 88 / 95 0.93

Control (average) 154.1 orderly 0 to 1 0 to 1 0.9 330.5 Bone bridge - -

*Physeal discontinuity, except pin remnant, occurred in every growth plate. Premature physeal arrest was defined as the almost 

complete disappearance of physeal cartilage (except a trace of it in the micro-CT and histologic analyses).  

†Chondrocyte density and cell cloning adjacent to the insertion site were examined according to the method of the Osteoarthritis 

Research Society International (Glasson et al,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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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절 Mg-Ca-Zn 합금 핀이 성장판에 미치는 영향

총 36개의 검체 중 13개의 검체에서 골가교의 형성이 관찰되었으며,

각 골가교의 크기 (성장판 전체 면적 대비 비율)는 Table 2에 명시되어

있다. 플라즈마 전해 양극산화 코팅 Mg-Ca-Zn 군에서는 골가교의

크기가 삽입된 핀의 지름의 크기를 초과하지 않았다. 그러나 코팅을

시행하지 않은 군에서는 핀의 지름을 초과하는 큰 사이즈의 골가교가

형성되기도 하였으며, 성장판의 조기 폐쇄가 의심되는 증례도 5 

예에서나 발생하였다 (Fig. 11).

Mg-Ca-Zn 합금 핀에 인접한 성장판의 높이는 추적관찰 기간

동안 점차 감소되었다 (Fig. 12). 핀 삽입 후 처음 3주간은 세 군

(대조군/ 플라즈마 전해 양극산화 코팅군/ 코팅을 시행하지 않은 군)

간에 성장판 높이의 차이는 없었으며 (p = 0.372), 오히려 코팅 여부와

상관없이 Mg-Ca-Zn 핀이 삽입된 군들에서 미세한 성장판의 비후

소견이 관찰되었다. 6주가 경과하자 각 군간에 성장판 높이의 차이가

발생되었다 (p = 0.024). 다른 두 군 (대조군/ 플라즈마 전해 양극산화

코팅군)에 비하여 코팅을 하지 않은 군에서의 성장판 높이가 명확하게

감소된 것으로 관찰되었다 (각기 p = 0.026, 0.026). 12주가 경과하자

플라즈마 전해 양극산화 코팅을 시행한 군의 성장판의 높이도 코팅을

하지 않은 군과 유사하게 감소하여, 대조군에 비하여 유의하게 낮은

성장판 높이를 보였다 (각기 p = 0.026, 0.002). 

성장판 연골 세포의 배열, 밀도, 세포 분열 양상 및 조직병리학적

분석에 대해서는 Table 3에 기술되어 있다. 실험 과정에서 수술 부위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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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한 세균성 감염 및 골수염은 발생하지 않았으며, 조직학적으로 해당

상태를 의심할 만한 병리적 소견은 관찰되지 않았다. 급성 염증 반응을

시사하는 백혈구의 침입 소견은 관찰되지 않았으며, 만성 염증 반응을

시사하는 림프구, 형질 세포, 조직구의 침입 소견도 관찰되지 않았다.

또한 국소 이물 반응에 의해 섬유증 (fibrosis)을 시사하는 소견이나

골용해 (osteolysis) 소견도 관찰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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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12. At 3 weeks, there was no significant difference in physeal 

height among groups (p = 0.372). At 6 weeks, physeal heights differed 

significantly among groups (p = 0.024). Physeal height in the non-coated 

group was lower than that in the other groups. At 12 weeks, physeal 

heights of both the PEO-coated and non-coated groups were lower than 

that of the control group (p = 0.003). Note the asterisk (*) means that the 

p-value was under 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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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 절 대퇴골의 길이 성장에 미치는 영향

핀 삽입 이후 6주가 경과하기까지 세 군 (대조군/ 플라즈마 전해

양극산화 코팅 군/ 코팅을 시행하지 않은 군)간 대퇴골 길이의 차이는

관찰되지 않았다 (각기 p = 0.543, 0.085) (Fig. 13). 12주 이후에는 각

군간의 대퇴골 길이에 유의한 차이가 발생하였다 (p = 0.005) (Fig. 

13). 코팅을 시행하지 않은 군의 대퇴골 길이는 대조군이나 플라즈마

전해 양극산화 코팅을 시행한 군에 비하여 단축됨을 확인할 수 있었다

(Fig.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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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13. Until 6 weeks, there were no significant differences in femoral 

length among groups (p = 0.543 and 0.085, respectively). At 12 weeks, 

femoral segment lengths of the non-coated group were shorter than both 

the PEO-coated and control groups. Note the asterisk (*) represents that 

the p-value was under 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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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14. A Photograph of specimen taken 12 weeks after insertion of 

non-coated Mg-Ca-Zn alloy pin showing femoral shortening of the right 

femu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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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5 절 Mg-Ca-Zn 합금 핀의 분해 속도가 성장판의 불

연속성 부위 형성에 미치는 영향

핀 삽입 6주, 12주 후에 성장판 불연속 부위에 대해 확인하였으며,

대부분 골가교로 이루어진 불연속 부위의 크기는 Mg-Ca-Zn 합금

핀의 분해 속도와 연관이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6주차 OR, 2.323; 

95% CI, 2.675 to 98.783; p = 0.04, 12주차 OR, 4.014; 95% CI, 

97.437 to 340.533; p = 0.002) (Fig. 15). 삽입된 핀이 더 빨리

분해될수록 성장판에는 더 큰 사이즈의 골가교가 발생하였으며, 이렇게

발생한 큰 사이즈의 골가교는 최종적으로 해당 대퇴골의 단축을

유발하였다 (OR, −8.223; 95% CI, -0.002 to −0.001; p < 0.001) (Fig.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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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15.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degradation rate and the size of 

bone bridge (total area ratio). (A) At the 6-week follow-up, the faster 

the Mg-Ca-Zn alloy pin degraded, the larger the bone bridge developed 

(OR, 2.323; 95% CI, 2.675 to 98.783; p = 0.04). (B) At the 12-week 

follow-up, the size of the bone bridge also closely depended on the 

degradation rate of the Mg-Ca-Zn alloy pin (OR, 4.014; 95% CI, 97.437 

to 340.533; p = 0.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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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16. The large bone bridge significantly contributed to femoral 

shortening, which meant growth disturbance at the distal femoral physis 

(OR, −8.223; 95% CI, −0.002 to −0.001; p < 0.001).



56

제 4 장 고찰

제 1 절 본 실험에 대한 고찰 및 의의

본 실험은 가토의 원위 대퇴골 성장판에 플라즈마 전해 양극산화

코팅 Mg-Ca-Zn 합금 핀과 코팅을 하지 않은 Mg-Ca-Zn 합금 핀을

삽입한 후 생체 내 핀의 분해 과정 및 성장판에 Mg-Ca-Zn 합금이나

분해 과정에서 생성된 부산물이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비교

분석해보고자 하였다. 결과적으로 플라즈마 전해 양극산화 코팅 군이나

코팅을 하지 않은 군 모두에서 급성 또는 만성 염증 반응은 발생하지

않았으나 코팅 여부에 따라 분해 양상이나 성장판에 미치는

영향면에서는 매우 다른 반응이 관찰되었다.

실험에는 Mg-Ca-Zn 합금이 사용되었으며 구성은 Mg 94 wt%, 

Ca 5 wt% 및 Zn 1 wt%이다. 상기 합금은 생체 적합성이 확인되었던

합금으로, 이전 연구에서 골간단 및 골단에 삽입 후 시행한

조직병리학적 분석에서 급성 또는 만성 염증 반응이 거의 관찰되지

않았었다 (Cho et al, 2013). 분해 속도 면에서는 기존에 알려진 Mg 

합금인 AZ31, A91D, WE43, LAE442 및 Mg-1CA 등과 비교하였을

때에도 유사하거나 더 느리게 분해되는 우수한 분해 양상을 보였다

(Table 4) (Cho et al, 2012). 또한 밀도 1.80 mg/mm3에 압축 강도와

인장 강도가 각기 415 MPa와 249 MPa로 허용 가능한 범위의 기계적

특성을 가지고 있다 (Cho et al, 2012). 또한 분해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압박력, 인장력, 굽힘력 면에서 안정적인 하중 지지 능력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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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4 Comparison of degradation rate of various Mg alloys

Materials Degradation rate (mm/yr)*

AZ31† 0.650 

AZ91D† 0.770 

WE43† 0.868 

LAE442† 0.218 

Mg-1Ca† 1.269 

Mg-Ca-Zn (non-coated)† 0.348 to 0.690

Mg-Ca-Zn (PEO-coated, current 

study)
0.145

Note the asterisk (*) means the value of average. 

†Data was cited from reference (Cho et al,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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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에서 사용된 플라즈마 전해 양극산화 (plasma electrolytic 

oxidation, PEO) 코팅은 Mg 합금을 수용성 전해액에서 넣은 후

300V에서 600V의 고전압 자극 (pulse)를 인가하여 산화 피막 코팅을

생성하는 방법으로 (Cai et al, 2011; Darband et al, 2017), Mg 합금

표면에 생성되는 산화층은 산화 피막의 경도, 내마모성, 염수 저항성

등의 물성을 증가시켜, 코팅된 Mg 합금이 부식 및 마모에 강한

저항성을 보이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Darband et al, 2017; Shen et al, 

2014). 앞서 진행된 연구들 (Pan et al, 2013; Pan et al, 2013; Vu et 

al, 2012)과 동일하게, 본 연구에서도 플라즈마 전해 양극산화 코팅을

시행한 Mg-Ca-Zn 합금이 코팅을 시행하지 않은 합금보다 더 천천히

그리고 균일하게 분해되었고 더 적은 양의 수소 가스를 형성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플라즈마 전해 양극산화 기술은 Mg 합금의

표면 기계적 특성을 향상시켜 내고정물로서의 안정성을 높여 주기도

한다 (Surmeneva et al, 2015). 본 연구에서도 플라즈마 전해 양극산화

코팅 군에서 코팅을 하지 않은 군에 비하여 핀의 균열이나 부러짐이 덜

발생하는 것을 관찰하였다. 이러한 부러짐과 균열에는 성장 과정에서

발생한 장력과 파골 세포의 활동 (osteoclast activity)이 관여하게 되며

삽입물의 인장 강도 (tensile strength)가 장력을 초과하는 경우에만

핀이 유지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Johnson and Southwick, 1960). 

본 연구 결과로 인하여 코팅의 과정에서 핀의 인장 강도가 향상되었음을

미루어 짐작할 수 있다. 또한 코팅의 과정에서 또한 코팅을 시행한

합금은 분해의 과정에서 주위 골 조직에 더 단단하게 결합하는 것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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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할 수 있었다.

두 종류의 다른 Mg-Ca-Zn 합금 핀들 (플라즈마 전해 양극산화

코팅 핀과 코팅을 시행하지 않은 핀)은 성장판에 확연히 다른 반응을

유발하였다. (1) 코팅이 된 핀은 최종적으로 삽입된 핀 지름의 크기를

초과하지 않는 작은 골가교를 형성하였으나, 코팅을 시행하지 않은

군에서는 핀의 지름을 초과하는 큰 사이즈의 골가교가 주로 형성되었다.

또한 (2) 핀 주위 성장판의 높이에도 변화가 초래되었는데, 코팅을 하지

않은 군에서는 삽입 초기인 6주 후부터 성장판이 높이가 감소되기

시작하고 최종적으로 성장판의 조기 폐쇄가 의심되는 증례도 5 

예에서나 발생하였다. 반면에 코팅을 시행한 군에서는 성장판의 높이가

비교적 오랫동안 유지되고 더 천천히 감소됨을 확인하였다. 결과적으로

플라즈마 전해 양극 산화 코팅을 한 군에서는 핀 삽입과 연관된 성장

장애가 관찰되지 않았으나, 코팅을 하지 않은 군에서는 삽입한 원위

대퇴골 성장판의 성장 장애가 대다수 확인되었다.

이러한 원위 대퇴골의 길이 성장에 대한 두 군간의 차이는 플라즈마

전해 양극산화 코팅 여부에 따른 Mg-Ca-Zn 합금 핀의 분해 속도의

차이에서 기인한 것으로 사료된다. 임상적으로 골가교 절제술 이후,

조기에 개재 물질이 삽입된 부위에서 이탈하게 되면, 빈 공간에는

혈종이 고이면서 골가교가 재발하게 된다 (Cheon et al, 2005; Hasler

et al. 2002). Mg-Ca-Zn 합금 핀이 빠르게 분해될 때에도 이와

유사하게 분해의 과정에서 빈 공간이 형성되고, 그곳에 혈종이 고이면서

결과적으로 골가교가 형성된 것으로 생각된다. 실제로 본 연구에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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삽입된 핀이 빠르게 분해될수록 더 큰 사이즈의 골가교가 형성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따라서 임상적으로 적절한 Mg-Ca-Zn 합금 핀을

제작하기 위해서는 핀의 분해 속도를 적절히 늦추는 것이 중요하다. 본

연구 결과, 적절한 분해 속도는 삽입 6주 동안 0.7 mm/year 이하이고

12주 동안 0.4 mm/year 이하로 측정되었다. 이러한 결과는 거의

대부분 플라즈마 전해 양극산화 코팅 군에서 얻을 수 있었는데, 이로

보아 플라즈마 전해 양극산화 코팅 기법이 Mg-Ca-Zn 합금 핀의 분해

속도를 늦추는데 기여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다.

결과적으로 성장판 단면적에 15% 이상을 차지하는 골가교가

형성되었을 때 성장 장애가 발생하게 되었으며, 이는 성장판 단면적의

7%가 넘는 골가교가 형성되었을 때에 성장 장애 및 대퇴골 단축을

유발하였다는 이전 연구들과 일치하는 결과이다 (Janarv et al, 1988; 

Mäkelä et al, 1988). 반면에 그 보다 작은 골가교가 형성된 예에서는

성장이 지속되는 모습이 관찰되었는데, 이는 성장 과정에서 발생한

장력에 상대적으로 작은 골가교는 파손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Johnson 

and Southwick, 1960). 

그리고 핀 주위의 성장판의 높이 감소는 생성된 골가교가 주위

성장판에 이차적인 사슬 효과 (tethering effect)를 일으켜 유발된

것으로 보인다 (Mäkelä et al, 1989). 실제로 골가교의 크기가 크고

조기에 관찰되었던 비 코팅 군에서 성장판의 높이 감소가 명확함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이차적인 성장판 높이의 감소는 해당 성장판의

성장 지연 (growth retardation)을 더 악화시키는데 추가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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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여했을 것으로 판단된다 (Seinsheimer and Sledge, 1981). 

본 연구에서 Mg-Ca-Zn 합금 핀, 그 자체의 물리적 사슬 효과로

인한 성장 장애는 관찰되지 않았다. 제작된 핀의 지름이 1.3 mm로 원위

대퇴골 성장판의 작은 단면적을 차지하고, 생체 분해성 Mg 합금의

분해가 골단과 성장판에서부터 시작되어 (Kraus et al, 2018) 잔여 Mg 

합금의 크기도 이차적인 사슬 효과를 일으킬 만큼 크기가 크지 못하였기

때문으로 사료된다.

Mg-Ca-Zn 합금의 분해 과정에서 금속 파편인 Mg2+ 이온을

포함하는 검은 과립자들이 관찰되었다. 정량적인 분석을 시행하지는

못하였으나, 과립자들은 플라즈마 전해 양극산화 코팅을 시행한 군에

비하여 코팅을 하지 않은 군에서 상대적으로 더 많이 관찰되었다. 또한

혈관을 통해 먼 조직으로 이동하기에는 크기가 큰 것으로 보였다. Cho

등 (2013)의 연구에 따르면, 과립자 주변의 국부 조직에서 Mg2+, Ca2+

및 Zn2+의 농도는 자연 상태에서의 정상 범위를 크게 넘지 않는다고

기술하였다. 따라서 Mg-Ca-Zn 합금의 분해 속도가 적절히 낮은

정도로 유지된다면 분해 과정에서 형성되는 Mg2+, Ca2+ 및 Zn2+로 인한

문제는 발생하지 않으리라 생각된다. 또한 조직병리학적 분석에서 급성

혹은 만성 염증 반응이나 이물 반응은 관찰되지 않았다.  이로 보아

Mg-Ca-Zn 합금 (특히 플라즈마 전해 양극산화 코팅 합금)이 뛰어난

생체적합성을 지닌 것으로 판단된다.

결론적으로 생체 분해성 Mg-Ca-Zn 합금 중 플라즈마 전해

양극산화 코팅을 시행한 Mg-Ca-Zn 합금은 생체에 적합하고 성장판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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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하여도 안전한 정도의 분해 속도를 갖는 것으로 판단된다. 기존에

개발된 생체 분해성 Mg 합금이 희토류인 이트륨을 포함하거나 신경

독성을 가지고 있는 알루미늄을 포함하여 소아에서 사용이 적합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본 연구에 의의가 있다고 생각된다.

물론 가토의 성장판에서는 명확한 성장 지연이 관찰되지는 않았지만, 

16주 남짓인 가토의 성장 기간에 비하여 사람의 성장 기간은 훨씬 길기

때문에 본 연구 결과를 토대로 사용된 플라즈마 전해 양극산화 코팅

Mg-Ca-Zn 합금이 소아의 성장판에서도 동일한 결과를 보이리라

예측할 수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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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절 Future direction 

다음과 같은 영역에 대해 다양한 후속 연구가 필요하리라 본다.

1. 방사선 투과성 (radiolucency): Mg-Ca-Zn 합금이 기존의

titanium이나 stainless steel에 비하여 방사선 투과성 (radiolucent)을

띄어 단순 방사선 영상 (x-ray)에서 잘 보이지 않는 것이 술자로서

어려웠다. 핀의 끝 부분 (tip)에 tantalum이나 platinum 등의 비투과성

물질을 부착하여 술장에서의 투시 영상이나 술 후 단순 방사선 영상에서

삽입물의 위치를 확인할 수 있는 표지자 개발이 필요하리라 본다 (Park 

et al. 2019). 

2. Pre-drilling: Mg-Ca-Zn 합금의 기계적 강도가 polymer를 이용한

생체 분해성 삽입물에 비해서는 우수하지만 titanium이나 stainless 

steel에 비해서는 낮기 때문에 식립할 시에 pre-drilling이 필요하였다.

이를 개선하기 위하여 삽입물의 tip을 날카로운 bayonet 형태로 만들고

강도가 센 금속 물질을 부착한다면 이러한 단점을 보완할 수 있을

것이다.

3. 추가적인 surface modification 방법들에 대한 연구들

- Nicotinamide adenine dinucleotide (NADH) model system: Park 

등 (2018)의 연구에 따르면 생체 내에서 자연스럽게 발생하는 계수

(cofactor)인 NADH은 마그네슘 합금의 산화층 표면에 자가 흡착되어

Cl- 이온이 마그네슘 산화물을 용해하는 것을 방지하고, Ca2+ 이온과

결합하여 안정된 Ca-P 보호층을 형성하여 마그네슘 합금의 부식

저항성을 크게 증가시킨다고 한다. 본 실험을 통하여 효과가 입증된

양극산화 코팅 방법에 NADH 처리를 추가하여 Mg-Ca-Zn 합금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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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체 내 분해 속도 조절을 더욱 바람직하게 조절하도록 새로운 실험이

필요하리라 생각한다.

- post-treatment polymer 코팅: 마그네슘 합금에 양극산화 코팅을

시행한 후 추가적으로 polymer 코팅을 시행하는 다양한 연구들이

보고되고 있다. Mashtalyar 등 (2017)은 양극산화 코팅 후에

tetrafluoroethylene (TFE) telomeric 용액을 3중 적용하거나

superdispersed polytetrafluoroethylene (SPTFE)를 4배 도포하여

다기능 코팅을 시행하였으며, 이러한 다기능 코팅으로 인하여 마그네슘

합금의 부식 저항성 및 마찰 계수가 향상되었음을 확인하였다. Ivanou

등 (2013)은 양극산화 코팅 과정에서 전해액에 poly(ethylene 

oxide)을 첨가하고 부식 저항성을 확인하였다. 이 경우 양극산화

과정에서 추가로 hybrid epoxy-silane 코팅이 생성되어 이중

PEO/epoxy-saline 코팅이 형성된 마그네슘 합금의 부식 저항성이

매우 향상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양극산화 코팅에 동반할 수 있는

추가적인 코팅 방법들에 대해서도 추가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4. 다양한 형태의 삽입물: 본 실험에서는 직경 1.3 mm의 Mg-Ca-Zn 

핀을 사용하였다. 직경이 더 큰 핀, 나사못, 금속판 형태의 삽입물을

식립하고 주위 조직 및 성장판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추가적인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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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및 결론

가토의 원위 대퇴골에 두 종류의 Mg-Ca-Zn 합금 핀을 삽입하여

다음과 같은 결과를 얻을 수 있었다. 

1. 플라즈마 전해 양극산화 코팅 Mg-Ca-Zn 합금 핀과 코팅을

시행하지 않은 Mg-Ca-Zn 합금 핀의 분해 과정에서 급성 혹은 만성

염증 반응은 관찰되지 않았다. 

2. 하지만 두 종류의 핀은 분해 양상에서 명확한 차이가 관찰되었다.

플라즈마 전해 양극산화 코팅 Mg-Ca-Zn 합금 핀은 코팅을 하지 않은

핀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천천히 분해되었고 더 적은 양의 수소 가스를

형성하였다. 또한 코팅을 시행한 합금은 분해의 과정에서 주위 골

조직에 더 단단하게 결합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두 종류의 핀이 삽입된 성장판에 대해 조직학적으로 분석하여 다음의

결과를 얻을 수 있었다.

1. 분해 과정에서 핀이 삽입된 자리에는 골가교가 생성되었으나, 생성된

골가교의 양상은 두 군간에 명확한 차이를 보였다. 코팅된 핀은

최종적으로 삽입된 핀 지름의 크기를 초과하지 않는 작은 골가교를

형성하였으나, 코팅을 시행하지 않은 핀은 핀의 지름을 초과하는 큰

사이즈의 골가교를 주로 유발하였다. 

2. 핀 주위 성장판 높이의 감소도 진행되었으나, 역시 두 군간에 차이가

관찰되었다. 코팅을 시행한 군에서는 성장판의 높이가 비교적 오랫동안

유지되고 더 천천히 감소되었지만, 코팅을 하지 않은 군에서는 삽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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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기인 6주 후부터 성장판이 높이가 감소되기 시작하고 최종적으로

성장판의 조기 폐쇄가 의심되는 증례도 다수 관찰되었다.

3. 삽입된 핀이 더 빨리 분해될수록 성장판에는 더 큰 사이즈의

골가교가 발생하였으며, 이렇게 발생한 큰 사이즈의 골가교는

최종적으로 해당 대퇴골의 단축을 유발하였던 것으로 보아, 이러한 두

군간의 차이는 플라즈마 전해 양극산화 코팅 여부에 따른 Mg-Ca-Zn 

합금 핀의 분해 속도의 차이에서 기인한 것으로 사료되었다. 임상적으로

적절한 Mg-Ca-Zn 합금 핀을 제작하기 위해서는 핀의 분해 속도를

적절히 늦추는 것이 중요하다. 

4. 동반된 성장판 높이의 감소는 골가교에 의하여 이차적인 사슬 효과가

발생하여 유발된 것으로 생각되며, 이 역시 대퇴골의 성장 지연에

기여하였다.

결론적으로 생체 분해성 Mg-Ca-Zn 합금 중 플라즈마 전해 양극산화

코팅을 시행한 Mg-Ca-Zn 합금은 생체에 적합하고 성장판에

사용하여도 안전한 정도의 분해 속도를 갖는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나

성장판 연골 세포 실험 등의 추가적인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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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주차 PEO group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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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In Vivo Response of Rabbit Growth Plate 

to Biodegradable Mg-Ca-Zn Alloys

Mi Hyun So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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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oul National University

   Because Mg-Ca-Zn alloys are biodegradable and obviate 

secondary implant removal, they are especially beneficial for 

pediatric patients. We examined the degradation performance of

Mg-Ca-Zn alloys depending on the surface modification and 

investigated the in vivo effects on the growth plate in a skeletally

immature rabbit model. 

Either plasma electrolyte oxidation (PEO)-coated (n = 18) or 

non-coated (n = 18) Mg-Ca-Zn alloy was inserted at the distal 

femoral physis. We measured the degradation performance and 

femoral segment lengths using micro-CT. In addition, we analyzed

the histomorphometric and histopathologic characteristics of the 

growth plate. 

Although there were no acute, chronic inflammatory reactions 

in either group, they differed significantly in the tissue reactions to 

their degradation performance and physeal responses. Compared to 

non-coated alloys, PEO-coated alloys degraded significant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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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lowly with diminished hydrogen gas formation. Depending on the 

degradation rate, large bone bridge formation and premature 

physeal arrest occurred primarily in the non-coated group, 

whereas only a small-sized bone bridge formed in the PEO-coated 

group. This difference ultimately led to significant shortening of the 

femoral segment in the non-coated group. 

This study suggests that optimal degradation could be achieved 

with PEO-coated Mg-Ca-Zn alloys, making them promising and 

safe biodegradable materials with no growth plate damage.

Keywords : biodegradable; Mg-Ca-Zn alloy; plasma electrolyte 

oxidation; growth pl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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