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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   록 

 

본 연구는 수산화아파타이트의 나노/마이크로 어셈블리구조가 골 전도도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수산화아파타이트를 나노입자화, 마

이크로적층화 그리고 마이크로패턴화하여 연구를 진행했으며, 각 요소가 생물

학적 거동에 미치는 영향을 관찰하였다.  

수산화아파타이트의 나노입자화가 골세포 및 골 전도도에 미치는 영향은 동

일한 소결온도에서 열처리 시간을 달리하여 입자크기가 각각 나노와 마이크로 

미터 크기로 제어된 수산화아파타이트를 제조 후 평가하였다. 그 결과, 수산화

아파타이트가 나노입자화함에 따라 표면에너지가 증가하였고, 이는 혈청 단백

질 부착, 골아세포의 부착과 증식 그리고 골 전도도의 촉진을 유도하였다.  

수산화아파타이트의 마이크로적층화가 골 세포의 활성에 미치는 영향은 나

노초 레이저(nanosecond laser)를 이용하여 티타늄 표면에 수산화아파타이트를 

마이크로미터 규모로 적층 후 평가하였다. 그 결과, 수산화아파타이트 적층 두

께의 증가에 따라 비표면적이 증가되며 혈청 단백질의 부착이 촉진됐으며, 이에 

따라 및 골세포의 부착 양 또한 증가하였다.  

수산화아파타이트의 마이크로패턴화가 골세포의 활성에 미치는 영향은 역

시 나노초 레이저를 이용하여 수산화아파타이트/티타늄 하이브리드형 마이크

로패턴을 구현 후 평가하였다. 그 결과, 수산화아파타이트/티타늄 하이브리드형 

마이크로패턴이 형성된 표면은 순수한 수산화아파타이트 표면에 비해 골세포

의 부착 수, 이동 속도, 및 면적이 증가되었다. 이는 혈청 단백질의 부착 위치 및 

그 양을 분석한 결과, 혈청 단백질의 부착 양에 관계됨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상의 결과들을 통해 수산화아파타이트의 나노입자화, 마이크로적층화, 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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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크로패턴화가 골세포 활성 및 골 전도도를 향상 시킬 수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는 수산화아파타이트의 형태학적 설계 최적화가 이를 골 대체재로 

응용 시 중요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본 연구 결과는 수산화아파타이트 과

립의 제조 및 코팅 시 골 전도도의 극대화를 위해 유용하게 사용될 수 있을 것으

로 생각된다.  

주요어 : 수산화아파타이트, 레이저, 나노입자화, 마이크로적층화, 마이크로패

터닝, 골 전도도 

학  번 : 2014-30695

ii 



i 

List of Figures and Tabl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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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specimen surface-treated under various laser conditions and the laser 
beam path used in laser processing. (e) SEM images of the coating lay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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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present mean ± SD, ***, **** indicate statistically significant difference 
when value compared to each comparison group with *** P<0.001, **** 
P<0.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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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yer by laser irradiation condition. Ti (a), P10-L50 (b), P10-L100 (c) 

(Scale bar 100 ㎛). HAp coating thickness (d) with laser radi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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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adiation conditions. Data represent mean ± SD, *, **** indicate 
statistically significant difference when value compared to ea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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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pping result.  

Figure 25.  Surface elemental mapping images using SEM, EDX after single-point 
laser irradiation by immersion solution type.  Surface elemental mapp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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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mages of titanium immersed in distilled water (a), DMEM (b), and 
MACS (c) with fixed single-point laser irradiation.  

Figure 26.  Optical and 3D images after single-point laser irradiation processing by 
immersion solution type. Surface optical and 3D images of titaniu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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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ion respectively.  

Figure 28.  (a) The schematic diagram for evaluating the cell adhesion on each surface. 
(b) Fluorescence microscopy images of osteoblasts attached to Ti, P10-L50, 
and P10-L100 surface. Nucleus (blue), F-actin (orange). (c) The number of 
osteoblasts attached to the unit area. (d) The amount of serum protein 
adsorbed in the unit area. Data represent mean ± SD, ***, **** indicate 
statistically significant difference when value compared to each 
comparison group with *** P<0.001, **** P<0.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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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S4.   SEM (a, d), TEM (b, e), and SEAD (c, f) (selected area diffraction) images 
of the HAp scraped from the surface on Ti specimen formed by the laser-
induced single-step coating (LISSC) process. P10-L50; (a), (b), (c) P10-
L100; (d), (e), (f)  

Figure S5. (a) Schematic diagram images of graphic implementation using HAp 
coating and laser direct writing process. (b) SEM images of various types 
of hydroxyapatite graphic implementation using HAp coating and laser 
direct writing process. (c-f) High magnification SEM image of the part 
that realizes the graphic of text and circular shape using laser radiation. 
100x (c, e), 500x (d, f)  

Figure S6. SEM image of changes in the microstructure of the titanium surface 
according to the laser emission conditions. The result of observing the 
surface after irradiating the laser by immersing titanium in H2O rather 
than MACS (modified apatite coating solution) to observe the surface 
microstructure change without HAp formation.  

Figure S7.  (a) A schematic diagram showing the manufacturing process of a specimen 
for surface observation.(b) SEM image of titanium surface without emitting 
laser.(c) SEM image of the surface of the titanium specimen after the 
titanium was immersed in H2O to observe the surface change due to laser 
radiation. (d) SEM image of the titanium surface was immersed in the 
MACS solution and then irradiated with a laser to observe changes in the 
surface under the condition of HAp formation. (e), (f), (g) A schematic 
representation of the topography of each specimen surface produced based 
on SEM images.  

Figure S8.  Schematic diagram of the experiment to confirm the effect of surface 
topography formed by laser radiation on the increase of HAp coating 
durability. The result of observing the microstructure by SEM after 
polishing the surface coating layer using sandpaper. The topography of 
the valley-like structure formed by laser radiation confirms that apatite 
remains even when the surface is polished.  

Table S3.   Comparison of coating strength according to the coating method.  

Figure S9.  Cross-sectional TEM analysis image of the surface coating layer. 
Elemental mapping and merge image (bottom left) using HAA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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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S10. Surface observation using SEM after single-point laser irradiation 
processing by immersion solution type. High magnification image of 
each point a to d. (a) Surface image of titanium immersed in distilled 
water and single-point laser irradiation. (b) Surface image of titanium 
immersed in DMEM and single-point laser irradiation. (c) Surface 
image of titanium immersed in MACS and single-point laser irradiation.  

Figure S11.  HAp coating result using the LISSC method of PEEK (polyether ether 
ketone) specimen. The optical photo (left side) and SEM images of the 
LISSC-untreated (PEEK-Control) and the treated (PEEK-LISSC) 
specimen microstructure of the surface.  

Figure S12.  HAp coating result using the LISSC method of PCL (polycaprolactone) 
specimen. The optical photo (left side) and SEM images of the LISSC-
untreated (PCL-Control) and the treated (PCL-LISSC) specimen 
microstructure of the surface.  

Figure S13.  The coating thickness of HAp layer formed on PEEK and PCL by the 
laser-induced single-step coating (LISSC) process. Each specimen was 
fabricated in cross-section to perform SEM and EDS analysis. The 
image obtained was measured for the coating layer thickness using an 
ImageJ program. Data represent mean ± SD, N.S. indicates statistically 
not a significant difference when value compared to each comparison 
group.  

Figure S14.  The HAp layer formed on PEEK by the laser-induced single-step coating 
(LISSC) process. (a) SEM images of cross-section PEEK specimen 
coated with HAp. (b) SEM (top left) and EDX element analysis of the 
PEEK-HAp interface.  

Figure S15.  The HAp layer formed on PCL by the laser-induced single-step coating 
(LISSC) process. (a) SEM images of cross-section PCL specimen 
coated with HAp. (b) SEM (top left) and EDX element analysis of the 
PCL-HAp interface.  

Figure S16. (a) Image of Ti, P10-L50 boundary region for fluorescence intensity 
comparison with and without HA coating. (b) Surface bright field (BF), 
and fibronectin (green) fluorescence staining images according to 
coating conditions. (c) Titanium surface optical image implemen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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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ith various coating conditions for serum protein adhesion evaluation. 
(d) Surface bright field (BF), and vitronectin (red) fluorescence staining 
images according to coating conditions. Comparison results of 
fibronectin (e), and vitronectin (f) fluorescence intensity measured in 
each specimen. Data represent mean ± SD, ***, **** indicate 
statistically significant difference when value compared to the each 
comparison group with *** P<0.001, **** P<0.0001.  

Figure S17. Analysis results of optical microscope and surface roughness of HAp 
coating layer formed by LISSC method. Optical microscope images (a), 
3D images (b), and 3D-optical images (c) of the surface of titanium (Ti), 
P10-L50 (L50), and P10-L100 (L100) specimens. The results of surface 
roughness analysis each specimen Ra (d), Rz (e). Graphs show the 
mean, standard error, and raw values together and statistical significance 
determined using the Origin program (OriginLab Corporation) 
statistical analysis tool. A two-tailed Student’s t-test was used when 
only two groups were being compared. More than three groups were 
analyzed by one-way ANOVA with post hoc Tukey's honest significant 
difference (HSD) test. *, **, *** indicate statistically significant 
difference when directly compared to each respective group with * 
p<0.05, ** P<0.01, *** P<0.001.  

Figure S18.  Analysis results of contact angle and water droplet shape change over 
time. Specimens of n=5 or more were measured and expressed as mean 
± standard deviation. When the contact angle cannot be measured 
because the surface is hydrophilic and exceeds the device's 
measurement limit, it is marked as 'Not detected (N.D.)' and indicated 
by a red arrow that the time range of water droplets absorbed by the 
surface.  

Figure S19.  The results were measured by SEM and fluorescence microscopy after 
incubation for 24 hours after culturing osteoblasts in the HAp pattern of 
the text form implemented by the laser-induced single-step coating 
(LISSC) and laser direct writing process method. In cell culture, 
osteoblasts were selectively attached along with textual patterning. F-
actin was stained (orange) with rhodamine-phalloidin, and the nucleus 
was stained (blue) with DAPI and measured using a fluorescence 

microscope. (Upper row: low magnification images, scale bar 500 ㎛. 

bottom row: high magnification images, scale bar 1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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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S20.  Analysis of osteoblast behavior in the HAp coating layer implemented 
by The LISSC method. (a) Schematic diagram of the HAp, non-HAp 
interface fabrication using the LISSC method, and cell culture 
evaluation. (b) Structure diagram of HAp, non-HAp interface 
fabrication by LISSC technique, and the result of confirming the 
implemented microstructure by SEM. (c) Confocal microscopy images 
of the osteoblast (ATCC, MC3T3-E1) after culturing osteoblasts on the 
specimen surface for 24 hours, and staining the cells attached to the HAp 
and non-HAp interfaces with DAPI (nucleus, blue) and rhodamine-
phalloidin (actin, red).  

Figure 29.  Cell migration highway (CMH) implementation and microstructure 
analysis using nanosecond laser. (a) Schematic diagram of CMH 
implementation on the surface of hydroxyapatite using nanosecond 
laser. (b) Schematic diagram of laser engraving treatment on titanium 
surface. (c) Surface microstructure of laser engraved titanium surface 
using SEM, optical and 3D microscopes. (d) Schematic diagram of cell 
migration highway formation on the hydroxyapatite through laser 
engraving. (e) Surface microstructure of laser engraved hydroxyapatite 
surface using SEM, optical and 3D microscopes.  

Figure 30.  Analysis of migration characteristics of bone cells depending on the 
thickness and presence of hydroxyapatite coating. (a) Schematic diagram 
of cell migration characteristics with (HA1, HA2) or without a 
hydroxyapatite coating (Ti) and depends on the hydroxyapatite coating's 

thickness (HA1, hydroxyapatite coating thickness; 16.8±7.3㎛), (HA2, 

hydroxyapatite coating thickness; 47.5±12.7㎛). (b) After migrating 

osteoblasts from each surface for 24 hours, the cytoplasm was stained 
with fluorescence (Rodamine Phalloidin, Orange) and imaging with a 
microscope. The fluorescence intensity was compared by implementing 
three-dimensional fluorescence images. Numerical comparative analysis 
of fluorescence intensity according to the distance traveled when 
osteoblasts were cultured on each surface [(c) Ti (d), HA1 (e), HA2] for 
24 hours. (f) Analysis of statistical significance of cell migration distance 
(Data represent raw data and mean. *** indicate statistically significant 
difference when value compared to each comparison group with *** 
P<0.001).  

Figure 31.    Analysis of the adhesion characteristics of bone cells on the cell migration 
highway. (a) Schematic diagram to analyze osteoblasts adhesion 

x 



i 

characteristics on the surface of hydroxyapatite formed the cell migration 
highway pattern. (b) Different widths were formed by laser engraving on 
the titanium surface not coated with hydroxyapatite, and osteoblasts were 
cultured for 24 hours to measure adhesion characteristics with a 
fluorescence microscope [BF; bright field image, DAPI; cell nucleus 
(blue), Actin; cytoplasm (red)]. (c) An image obtained by measuring 
osteoblasts adhesion under a fluorescence microscope after forming cell 
migration highways with different widths on the surface of 
hydroxyapatite. (d) Laser-engraved area and cell attachment location 
(yellow dot) in titanium without hydroxyapatite coating. Location and 
distribution of cells attached to the non-laser engraving area (gray dot). 
(e) Analysis of statistically significance of attachment number, (h) relative 
cell density map, and (i) numerical analysis graph of relative cell density. 
(f) Adhesion distribution of osteoblasts on the surface of the cell 
migration highway formed by laser engraving on the surface of 
hydroxyapatite. (g) Analysis of statistically significance of attachment 
number, (j) relative cell density map, and (k) numerical analysis graph of 
relative cell density. (Data represent raw data, mean and standard 
deviation. N.S. indicate not statistically significant. *, *** indicate 
statistically significant difference when value compared to each 
comparison group with * P<0.05, *** P<0.0001)  

Figure 32.  Analysis of migration characteristics of bone cells on the cell migration 
highway. (a) A schematic diagram of analyzing the migration 
characteristics of osteoblasts on the hydroxyapatite surface formed the 
cell migration highway pattern. (b) Laser engraving on the titanium 
surface without hydroxyapatite coating to have a different width, and 
incubating osteoblasts for 24 hours to determine migration characteristics 
by fluorescence microscopy [BF; bright field image, DAPI; cell nucleus 
(blue), Actin; cytoplasm (red)]. (c) A schematic diagram and images of 
observing migration by fluorescence microscopy by culturing osteoblasts 
24 hours after forming cell migration highways with different widths 
using laser engraving on the surface of hydroxyapatite. (d) Cell 
distribution on the surface of titanium without hydroxyapatite coating 
[Position of cells migrated to the laser-engraved area (yellow dot), cells 
migrated to the non-laser-engraved area (gray dot)]. Results of statistical 
significance analysis of migration speed (e), relative cell density map (h), 
and numerical analysis graph of relative cell density (i). Cell distribution 
on the cell migration highway of hydroxyapatite (f) [Position of cells 
migrated to the cell migration highway area (yellow dot), cells migra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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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o the non-cell migration highway area (gray dot)]. Results of statistical 
significance analysis of cell migration speed (g), mapping image of 
relative cell density (j), and statistical significance analysis of relative cell 
density (k). (Data represent raw data, mean and standard deviation. N.S. 
indicate not statistically significant. *, *** indicate statistically significant 
difference when value compared to each comparison group with * P<0.05, 
*** P<0.0001)  

Figure 33.  Analysis of cell behavior in cell migration highway using live-cell 
observation and cell tracking. The behavior of osteoblasts in the 
hydroxyapatite coating area (a), the boundary area between the 
hydroxyapatite coating and the cell migration highway (e), and the cell 
migration highway area (h) for 24 hours was observed through a live cell 
microscope, and the migration path was indicated. The result of tracking 
and analyzing the paths the cells traveled in the x- and y-axis in the 
hydroxyapatite coating area (b), the boundary area between the 
hydroxyapatite coating and the cell migration highway (f), and the cell 
migration highway area (i). The migration angle distribution of the cell 
migration direction characteristics on each surface [Hydroxyapatite 
coating area (c), boundary area between hydroxyapatite coating and cell 
migration highway (g), cell migration highway area (j)]. The velocity 
characteristics of the x-axis (d) and y-axis (k) of cell migration on each 
surface using a statistical significance method (Data represent raw data 
and mean. *, **, *** indicate statistically significant difference when 
value compared to each comparison group with * P<0.05, ** P<0.01, *** 
P<0.0001).  

Figure 34.     Analysis of the causes of cell adhesion and migration characteristics on 
the cell migration highway. (a) Schematic diagram of the experimental 
procedure to analyze serum proteins adhesion properties on the cell 
migration highway. (b) The microstructure of the analysis site (cell 
migration highway region and hydroxyapatite region) to confirm the 
adhesion properties of serum proteins. Measurement image of the 
attached protein using a fluorescence microscope [fibronectin (green), 
vitronectin (red)]. (c) Comparing the total amount of serum proteins 
attached to the cell migration highway (CMH) region and the 
hydroxyapatite region (HA1, HA2). The statistical significance of the 
fluorescence intensities of fibronectin (d) and vitronectin (e) attached to 
the hydroxyapatite-coated area and the CMH area. (Data represent raw 
data and mean. *** indicate statistically significant difference wh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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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alue compared to each comparison group with *** P<0.0001)  

Figure 35.       Statistical significance analysis of the cell adhesion and migration effect 
according to laser engraving width. Numerical analysis of osteoblast 
adhesion properties (b), (c) and migration (d), (e) according to laser 
engraving width control on titanium specimens without a coating layer 
of hydroxyapatite (Ti) and specimens coated with hydroxyapatite (HA). 
(Ti: Cont; area without laser treatment, wd1; engraving width; 76±4µm, 
wd2; engraving width; 144±3µm, wd3; engraving width; 248±4µm), 
(HA: Cont; area without laser treatment, wd1; engraving width; 89±6

㎛, wd2; engraving width; 175±㎛, wd3; engraving width; 241±16㎛).  

(Data represent raw data, mean and standard deviation. N.S. indicate not 
statistically significant. **, *** indicate statistically significant 
difference when value compared to each comparison group with ** 
P<0.01, *** P<0.001)  

Figure S21.  Microstructure analysis according to surface processing using 
nanosecond laser. (a) Titanium (not coated with hydroxyapatite), and a 
specimen processed with a relatively narrow (Ti-wd1, engraving width; 

76±4㎛), (Ti-wd2, engraving width; 144±3㎛) and relatively wide (Ti-

wd3, engraving width; 248±4㎛) laser engraving on the titanium 

surface. A specimen relatively thin (HA1, hydroxyapatite coating 

thickness; 16.8±7.3㎛) or thickly (HA2, hydroxyapatite coating 

thickness; 47.5±12.7㎛) coated surface of hydroxyapatite and relatively 

narrow (HA-wd1, engraving width; 89±6㎛), (HA-wd2, engraving 

width; 175±9㎛), wide (HA-wd3, engraving width; 241±16㎛) cell 

migration highways through laser engraving on the surface of 
hydroxyapatite. Optical microscopy, topography, and 3D image analysis 
results of each specimens. (b) Measurement of surface roughness of 
each specimen and laser engraving area, and statistical significance 
analysis results (Data represent raw data, mean and, standard deviation., 
N.S. indicate not statistically significant., *** indicate statistically 
significant difference when value compared to each comparison group 
with *** P<0.0001).  

Figure S22.  A process for numerical analysis of cell adhesion and migration on the 
surface of a sample treated with laser engraving. (a) After culturing cells 
on each surface, fluorescent staining (DAPI; cell nucleus, blue) is 
performed, and images are obtained using a fluorescence microscop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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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c) The location of each cell on the image is checked through Image-
J, and location information on the x and y axes is obtained. (d) After 
arranging the digitized paths in Excel (Microsoft), diagrammed (e, f), 
and analyzed for statistical significance (h).  

Figure S23.  Analysis of osteoblast adhesion characteristics by adjusting the width of 
laser engraving in titanium (Ti) and hydroxyapatite-coated specimens 
(HAp). (a) After culturing cells on each surface, fluorescent staining 
(DAPI; cell nucleus blue) is performed, and images are obtained using 
a fluorescence microscope. The result of merging (d) the location 
information of the cells in the area not treated with laser engraving (b) 
and the area to which laser engraving was applied (c) and displayed as 
a distribution graph.  

Figure S24.  Analysis of osteoblast adhesion characteristics according to the width 
control of laser engraving in titanium (Ti) and hydroxyapatite coated 
specimens (HAp). Cell adhesion distribution according to laser 
engraving width (a, c, e, g, i, k) and statistical significance analysis result 
of the number of cell adhesions per unit area (b, d, f, h, j, i). (Data 
represent raw data, mean and standard deviation. N.S. indicate not 
statistically significant. *** indicate statistically significant difference 
when value compared to each comparison group with *** P<0.0001)  

Figure S25.  Analysis of osteoblast migration characteristics according to the width 
control of laser engraving in titanium (Ti) and hydroxyapatite coated 
specimens (HAp). (a) After culturing cells on each surface, fluorescent 
staining (DAPI; cell nucleus blue) is performed, and images are obtained 
using a fluorescence microscope. The result of merging (d) the 
migration location information of the cells in the area not treated with 
laser engraving (b) and the area to which laser engraving was applied 
(c) and displayed as a distribution graph.  

Figure S26.  Analysis of osteoblast migration characteristics according to the width 
control of laser engraving in titanium (Ti) and hydroxyapatite coated 
specimens (HAp). Cell migration distribution according to laser 
engraving width (a, c, e, g, i, k) and statistical significance analysis result 
of the cell migration speed (b, d, f, h, j, i). (Data represent raw data, 
mean and standard deviation. N.S. indicate not statistically significant. 
**, *** indicate statistically significant difference when value compared 
to each comparison group with ** P<0.01, *** P<0.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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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S27. Characterization of cell behavior on each surface using live cell 
microscopy and cell tracking. Using a live cell microscope, the behavior 
of cells was photographed and tracked in the hydroxyapatite coating 
area (HAp), the interface area of the cell migration highway and HAp 
(Interface), and the cell migration highway area (Cell Migration 
Highway) for 24 hours, and the X-axis (transverse movement of cells, 

㎛), Y-axis (vertical movement of the cells, μm), and the movement 

characteristics along the Z-axis (time of cell movement, min) were 
analyzed based on the XZ axis (b), XY axis (c) and XZ axis (d).  

Figure S28.  The process of tracking and quantifying cells in images obtained using a 
live cell microscope.  (1) Osteoblasts (MC3T3-E1, ATCC) were 
dispensed on the sample surface and photographed every 5 minutes for 
24 hours to obtain cell images. (2) Check the location of each cell 
appearing on the image, and track all the locations in a total of 288 
images obtained every 5 minutes for 24 hours. Summarized by digitizing 

horizontal X (transverse cell movement, ㎛), Y (cell vertical movement, 

㎛), and Z (cell movement time, min). (6) The numerical data is used 

for the analysis of movement direction and movement speed on each 
surface.  

Figure S29.  The process and result of analyzing the movement direction of cells on 
each surface using images obtained using a live cell microscope and 
quantified data. (a) Directional characteristics of cell migration using 
numerical data obtained by tracking cell behavior for 24 hours in each 
hydroxyapatite coating area (HAp area), cell migration highway 
interface area (Interface), and cell migration highway area. The result of 
organizing the movement of cells on each surface in a 360° orientation 
and angular spacing based on 10° (b) and 20° (c).  

Figure S30.       Analysis of the relationship between HA coating density and cell density 
to analyze the cause of cell adhesion and migration characteristics on 
the cell migration highway. (a) Phase contrast microscopy image of the 
hydroxyapatite coating and cell migration highway analysis location. 
The hydroxyapatite covered area (red) (b) using the Image-J program 
and the relative density (c) of HA according to the x-axis position (red 
color average intensity/x position, A.U). The location of the cells 
attached to the cell migration highway (red circle) (d) and the results of 
relative cell density analysis according to the location (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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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S31.  Analysis of the numerical characteristics of cell adhesion according to 
laser engraving width. The result of the relative cell density map in the 
laser engraving area of each sample surface (inside the yellow dot line) 
and the surrounding area (outside of yellow dot line), [Ti-wd1; (a), Ti-
wd2; (e), Ti-wd3; (i), HA-wd1; (c), HA-wd2; (g), HA-wd3; (k)]. Results 
of statistical significance test of relative cell density in the laser 
engraving area (red box) and its surrounding area (gray box) on each 
sample surface [Ti-wd1; (b), Ti-wd2; (f), Ti-wd3; (j), HA-wd1; (d), HA-
wd2; (h), HA-wd3; (i)]. (Data represent raw data, mean and standard 
deviation. N.S. indicate not statistically significant. * indicate 
statistically significant difference when value compared to each 
comparison group with * P<0.05)  

Figure S32.  Analysis of the numerical characteristics of cell migration according to 
laser engraving width. The result of the relative cell density map in the 
laser engraving area of each sample surface (inside the yellow dot line) 
and the surrounding area (outside of yellow dot line), [Ti-wd1; (a), Ti-
wd2; (e), Ti-wd3; (i), HA-wd1; (c), HA-wd2; (g), HA-wd3; (k)]. Results 
of statistical significance test of relative cell density in the laser 
engraving area (red box) and its surrounding area (gray box) on each 
sample surface [Ti-wd1; (b), Ti-wd2; (f), Ti-wd3; (j), HA-wd1; (d), HA-
wd2; (h), HA-wd3; (i)]. (Data represent raw data, mean and standard 
deviation. N.S. indicate not statistically significant. * indicate 
statistically significant difference when value compared to each 
comparison group with * P<0.05)  

Movie S1.      Cell behavior and cell tracking images in the hydroxyapatite (HAp area) 
region using a live cell microscope.  

Movie S2.     Cell behavior and cell tracking images in the interface area (between the 
hydroxyapatite coating area and the cell migration highway area) using 
a live cell microscope.  

Movie S3.     Cell behavior and cell tracking images in the cell migration highway area 
using a live cell microscope.  

 

xvi 



i 

목      차 

초록  ……………………………………………………………….…………     i 

List of Figures and Tables   ……………………………..…..……………..    iii 

I. 서론    ………………………………………………………………………    1 

II. 수산화아파타이트 나노입자화가 골세포의 활성 및 골 전도도에 미치는 영향    

1. 서론        ……………………………………………………..…………  3 

2. 실험 방법    ……………………………………………………………   6 

3. 실험 결과    ……………………………………………………………  15                                 

4. 고찰       …………………………………………………………..……  40 

5. 결론       ………………………………………………………………..  43 

III. 수산화아파타이트 마이크로적층화가 골세포의 활성에 미치는 영향          

1. 서론     …………………………………………………………………  44 

2. 실험 방법  ………………………………………………………..……  45 

3. 실험 결과  ………………………………………………………..……  51 

4. 고찰     …………………………………………………………………  85 

5. 결론     …………………………………………………………………  87 

IV. 수산화아파타이트 마이크로패턴화가 골세포의 활성에 미치는 영향     

1. 서론   …………………………………………………………………  88 

2. 실험 방법  …………………………………………………..………    90 

3.   실험 결과  ………………………………………………...…………   94 

xvii 



i 

4. 고찰  …………………………………………………………………  125 

5. 결론  …………………………………………………………………  128 

V. 종합 결론      ………………………………………………….……..…… 129 

참고문헌      …………………………………………………………………  131 

Abstract     ………………………………………………………….………   145 

xviii 



1 

I. 서  론 

인류의 수명은 과학기술의 발전으로 점차 증가하고 있다. 1-3 이에 따라 단순

한 수명 연장이 아닌, 삶의 질의 향상을 위한 질병의 치료, 손상된 신체 기관의 기

능 회복, 및 이의 대체방법이 활발하게 연구되고 있다. 4-6 특히 인체의 형태를 지

지해주는 경조직인 뼈는, 7-8 손상 및 결손 시 행동의 제약이 특히 크기 때문에 9-10 

이의 기능을 회복 시켜줄 수 있는 연구가 필수적이다. 11-12  

인체 경조직 대체물로는 인공 대퇴골, 13-14 인공관절, 15-16 인공 두개골, 17-18 인

공 추간판, 19-20 인공 고관절, 21-22 및 치아 임플란트 23-24 등과 같은 금속, 세라믹, 

고분자와 이들의 복합체가 사용되고 있다. 25-26 하지만 인공 합성물이 인체에 식

립됐을 때, 인체의 방어 기작인 면역 반응 때문에 염증, 섬유화, 조직 괴사 등이 

발생하여 인공재료 식립의 실패 원인이 될 수 있다. 27-29 따라서 이러한 면역 반

응을 최소화할 수 있는 재료와 방법이 다양하게 연구되고 있다. 30-32 그중 골의 무

기질 성분과 동일한 칼슘과 인을 포함한 합성 수산화아파타이트는 체내에 식립 

시 높은 생체 적합성과 골 전도도가 보고 되면서, 33-35 과립 형태의 골충진재로 사

용되거나, 36-37 골 전도도가 수산화아파타이트 보다 낮은 티타늄이나 고분자와 

같은 재료 표면에 코팅하여 골과의 결합능을 높이는 등의 용도로 다양하게 활용

되고 있다. 38-40  

합성 수산화아파타이트의 골 전도도를 높이기 위한 많은 연구가 진행되어 왔

지만 고온에서 소결을 해야 하는 공정상의 문제로 인하여 여전히 동종골이나 이

종골에 골 전도도가 떨어지고 따라서 임상에서의 사용 빈도가 낮다. 따라서 합

성된 수산화아파타이트의 골 전도도를 증가시킬 수 있는 새로운 방법이 요구된

다. 본 연구에서는 이를 해결하기 위하여, 수산화아파타이트의 나노입자화, 마

이크로적층화 및 마이크로패턴화, 즉 수산화아파타이트의 형태학적 설계 최적

화 공정을 새로이 연구하였고, 골 세포의 활성과 골 전도도의 평가를 통해 이의 



2 

유용성을 평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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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 수산화아파타이트 나노입자화가 골세포의 활성 및 

골 전도도에 미치는 영향 
 

1. 서 론 

수산화아파타이트 [Hydroxyapatite, Ca10(PO4)6(OH)2, HAp]는 몸의 구조물을 

지지하는 뼈와 치아를 이루고 있는 에나멜, 상아질의 주된 무기 성분이다. 41-43 

수산화아파타이트는 1004.6 g/mol의 분자량, 1.67의 칼슘/인산 비율, 육방정계

(hexagonal crystal system)의 결정구조를 갖고 있으며, 44-45 다른 인산칼슘계 물

질에 비해 체액의 온도에서 안정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46-48 또한 수산

화아파타이트는 생체친화성이 좋아서 골 이식재로 사용되고 있다. 49-53 하지만 

이는 체액속에서 용해도가 낮아 체내 식립 후 신생골로 완전히 치환되지 못하

고 남게 되거나, 54-55 물리적 강도 및 형태 유지를 위한 소결체 제조 시 나타나

는 취성으로 체내 식립 위치의 하중과 충격이 가해질 때 파괴의 위험 성이 있

으며, 56-59 자가골, 동종골, 이종골에 비해 골 전도도가 부족한 단점이 있어 60-63 

이를 극복하기 위한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 64-72 특히 수산화아파타이트의 골 

전도도를 높이기 위해서, 골 전도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규명하려는 연구

가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으며 73-79 지금까지 연구된 골 전도도에 영향을 미치

는 수산화아파타이트의 물리 및 화학적 특성으로는 표면조도, 비표면적, 용해

도, 결정도, 표면 전하 및 표면에너지 등이 있다. 80-85  

수산화아파타이트의 표면조도 및 골 전도도와의 관계 연구는 Hayashi, 

Deligianni 등이 진행 했는데, 표면의 연마와 표면 처리 등으로 표면조도를 증

가 시켰을 때 골아세포의 부착, 증식, 분화가 증가되고, 86 신생골 형성 량이 증

가 되었다고 보고 했다. 87-88 수산화아파타이트의 비표면적이 골 전도도에 미

치는 영향 연구는 Habibovic 등에 의해서 진행 되었는데, 시편 내의 기공 양이 

증가하여 표면적이 증가 할수록 신생골 형성이 촉진됨을 보고 했다. 89-91  

수산화아파타이트의 용해도가 골 전도도에 미치는 영향 연구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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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ongwitwichot 등이 수산화아파타이트 보다 용해도가 상대적으로 높은 알파, 

베타상의 인산삼칼슘 [tricalcium phosphate, Ca3(PO4)2, TCP]의 복합체를 이용

하여 진행했다. 이때 용해도가 높은 복합체의 경우 수산화아파타이트 보다 저 

결정성 탄산아파타이트 형성이 촉진되고 이에 따라 골 형성량도 증가함을 보

고했다. 92-93 또한 사람의 뼈에 존재하는 생체 아파타이트는 Ca 자리에 Sr나 Mg 

등으로, PO 자리에는 HPO 나 CO3, OH 자리에는 CO, Cl, F 등이 소량 치환된 형

태인데, 94-95 이와 유사하게 수산화아파타이트에 Na, Mg, Si, Cl, CO 이온을 치

환 시켰을 때 용해 특성이 향상과 신생골 형성 량도 증가되었다. 96-105  

수산화아파타이트의 결정도가 골 전도도에 미치는 Kitsugi 등의 연구에서 

수산화아파타이트를 800 ℃, 1000 ℃, 1200 ℃로 달리 소결하고 가토의 경골에 

식립하여 25주 후의 골 전도도를 비교한 결과 800 ℃ 시편의 골 전도도가 가장 

낮았는데 그 이유를 표면 조도 증가에 따른 접합 면적의 부족으로 해석했다. 

106 반면에 600 ℃, 800 ℃, 1000 ℃의 온도에서 소결하여 결정도를 변화시킨 

Sánchez의 연구에서는 결정도가 높은 수산화아파타이트의 골 전도도가 높았

지만 결정도 변화에 따른 입자의 크기 및 표면조도 또한 변화하기 때문에 정확

한 원인을 알기 위한 추가 연구가 필요성을 강조했다. 107 이와 유사하게 Poinern 

등도 소결 온도를 이용하여 결정도를 변화시켰을 때 신생골 형성에 미치는 영

향의 비교에서 결정도가 낮은 수산화아파타이트의 골 형성이 상대적으로 촉

진되었고 그 이유를 소결 온도가 증가 할수록 결정도와 도는 증가하지만 비

표면적이 감소하기 때문에 명확한 원인을 밝히기 위한 추가 실험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108 

 표면 전하가 골 전도도에 미치는 영향은 Yamashita의 그룹에서 연구했다. 

이들은 100 kV의 고전압을 이용한 양극화 (polarization) 방법으로 표면 전하를 

변화시켰을 때 음 전하 표면에서 양 전하 표면보다 골아세포의 부착 및 골 형

성이 증가됨을 확인하고 그 이유를 음전하 표면에 세포 생존에 필요한 필수 이

온들이 상대적으로 많이 존재하기 때문일 것이라고 추측했다. 109-112 Nakamura 

도 고전압 양극화 방법으로 표면 전하를 변화시켰을 때 음전하 표면이 양전하 

표면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높은 신생골 형성량을 나타냈는데 그 이유를 음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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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 된 표면에 세포외기질에 존재하는 사이토카인이나 성장 인자의 부착이 촉

진되기 때문일 것으로 추측했다. 113  

표면에너지가 골 전도도에 미치는 영향은 Santos 등에 의해서 연구되었다. 

수산화아파타이트와 베타상의 삼인산칼슘의 조성을 이용하여 표면에너지 변

화를 주었을 때 표면에너지가 높은 베타상의 삼인산칼슘 표면에 더 많은 알부

민 양이 부착했다. 또한 이러한 알무빈의 부착이 신생골 형성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제시했다. 114-116 Redey 등도 골아세포 부착 수가 수산화아

파타이트 보다 CO3 치환 아파타이트 표면에서 높은 원인을 표면에너지 때문

으로 보고했다. 117  

이처럼 골 전도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규명하려는 활발한 연구가 진행

되었지만 표면에너지가 골 전도도에 미치는 영향 연구의 경우 표면에너지가 

상이한 시편 제조 시 표면 조성 및 조도가 변화는 등 두 가지 이상의 변수가 적

용되어 표면에너지 만의 영향을 알기 어려웠다. 또한 표면에너지 변화 시 골세

포 및 단백질 부착에 미치는 영향은 아직도 연구가 부족한 상태이다.  

본 연구에서는 다른 실험 변수를 통일하고 소결 시간만을 조절하여 입자 크

기를 통해 표면에너지를 변화시킨 시편을 연구에 사용했다. 그 후 서로 다른 

표면에너지를 갖는 두 시편 위에서 혈청 단백질의 부착, 골아세포의 증식, 분

화 및 골 전도도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하였다. 또한 이 결과를 통해 수산화아

파타이트의 식립 후 골 형성 과정인 ‘단백질 부착-세포 상호작용-신생골 형성’

의 전 과정에서 표면에너지가 골 전도도에 미치는 영향을 해석하고자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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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실험 방법 

2-1. 분말 합성 및 시편 제조 

입자크기가 다른 수산화아파타이트 제조에 사용할 원료 분말은 침전법을 이

용해 합성했다. 이를 위해 탄산칼슘 (CaCO3, Wako)을 1050 ℃에서 3시간 동안 하

소 후 증류수를 가하여 수산화칼슘 [Ca(OH)2]을 합성하고 70 ℃ 오븐에서 48 시

간 건조하였다. 이렇게 제조한 수산화칼슘을 0.75 M이 되도록 증류수에 넣고 고

속 교반하여 현탁액을 만들었다. 인산 (H3PO4, 85%, Kojundo Chemical)에 증류수

를 가하여 0.45 M의 인산 수용액을 제조 후 수산화칼슘 현탁액에 적하하여 수산

화아파타이트 단일 상이 되도록 반응시켰다. 반응이 끝난 생성물은 12 시간 동

안 지속 후 흡인 여과기와 여과지를 사용하여 침전물을 걸러내고 증류수로 세척

하는 과정을 5번 반복했다. 그 후 70 ℃ 오븐에서 48 시간 건조하고 분쇄 후 체 가

름하여 75 ㎛ 이하의 분말을 얻었다. 입자크기가 서로 다른 수산화아파타이트 원

반 형태의 시편을 제조하기위해 합성한 분말 0.7 g을 몰드에 충진 후 20 MPa의 

압력을 가하여 직경과 두께가 약 15 mm, 5 mm 되도록 제조 했다. 마이크로파 소

결로 (Sintermat-1600, Unicera)를 이용하여 분당 30 ℃의 속도로 승온해 1100 ℃

에서 6 분과 720 분 동안 각각 소결하여 입자크기가 작고 (specimen S), 큰 

(specimen L) 두 가지 디스크 형태의 시편을 얻었다. 그 후의 실험에서 통계적으

로 동일한 표면조도를 갖는 시편을 사용하기 위해 표면 연마를 진행했다. 이 디

스크 형태의 시편을 레진 (Epofix, Struers)에 포매 시키고 연마기 (Tegrapol-35, 

Struers)를 이용해서 320 grit 연마지 (SiC paper, Struers), 500 grit 연마지 (SiC paper, 

Struers), 1000 grit 연마지(SiC paper, Struers), 9 ㎛ 다이아몬드 슬러리 (DiaPro, 

Struers), 3 ㎛ 다이아몬드 슬러리 (DiaPro, Struers), 1 ㎛ 다이아몬드 슬러리 

(DiaPro, Struers), 0.04 ㎛ 알루미나 슬러리 (OP-S, Struers)의 순서로 연마 후 증류

수, 70 % (v/v) 에탄올, 99.8 % 에탄올, 99.8 % 아세톤, 70 % (v/v) 에탄올, 증류수

의 순서로 초음파세척기 (SH-2100, Saehan)를 이용해 각 단계별 10 분씩 세척하

여 건조기 (Desicator, Auto-C-3B, Sanplatec)에서 하루 이상 건조시킨 후 사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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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 전도도 평가를 위해 과립을 제조했는데 이는 75 - 212 ㎛, 212 – 425 ㎛ 크기를 

갖는 폴리에틸렌글리콜  (polyethylene glycol, molecular weight 10000, Sigma-

Aldrich)을 수산화아파타이트 분말과 1:1:3의 무게 비율로 혼합 후 몰드에 충진 

하고 20 MPa로 압축하여 원기둥 형태로 제조했다. 그 후 마이크로파 소결로 

(Sintermat-1600, Unicera)를 이용하여 분당 30 ℃의 승온 속도로 1100 ℃에서 6 분

과 720 분으로 소결하고 분쇄 후 체 가름하여 크기 425-600 ㎛ 범위를 갖는 수산

화아파타이트 과립을 제조하였다.  

 

2-2. 특성 분석  

시편들의 미세구조는 전도성을 주기 위하여 금-팔라듐 (Au-Pd, 60/40 wt%)을 

플라즈마 발생기 (Plasma sputter coater; Q-108 auto, Cressington)를 이용하여 180 

초 동안 표면 코팅 후 전계 방출형 주사전자 현미경 (FE-SEM; S-4700, Hitachi)으

로 관찰했다. 시편의 입자 크기 분석은 이미지 분석 프로그램 (ImageJ, National 

Institutes of Health)을 사용하고 200개 이상의 입자가 촬영된 이미지 5개를 사용

하여 크기를 측정하여 입자 크기에 따른 상대 도수로 나타냈다. 결정상은 X-선 

회절 분석기 (XRD; D8 Discover, Bruker)를 사용하여 25-40 °의 2 θ 범위를 가속전

압 40 kV, 가속전류 40 mA, step size 0.01 °, 스캔속도 0.1 sec/step로 측정했다. 표

면조도는 공초점레이저 형광현미경 (Confocal Laser Scanning Microscope; LSM-

5 Pascal, Carl Zeiss)을 이용, 표면 거칠기 측정법 118-119으로 시편당 5개의 표면을 

측정하여 얻었다. 표면에너지는 접촉각 측정기 (Contact Angle Analyzer; SEO-

300A, Surface and Electro-Optics)를 이용하고 증류수의 접촉각 측정 후 Girifalco-

Good-Fowkes-Young식 120-121으로 계산하여 얻었다.  

 

2-3. 혈청 단백질 부착 특성 분석 

2-3-1. 혈청 단백질 부착 패턴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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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자크기가 다른 수산화아파타이트 표면에 특이적으로 부착된 혈청 단백질

을 얻기 위해서 표면을 동일하게 연마한 디스크 형태의 시편 위에 인산완충식염

수 (PBS: Phosphate buffered saline; 137 mM NaCl, 2.7 mM KCl, 10 mM 

Na2HPO4ꞏ2H2O, 2.0 mM KH2PO4, pH 7.4)로 희석한 10 % (v/v) 소태아혈청 (Fetal 

Bovine Serum; Hyclone-FBS, Thermo Fisher Scientific) 150 ㎕를 분주하고 5% CO2, 

37 ℃, 95 % 습도의 배양기 (NU-4850, Nuaire)에서 1시간 동안 지속하였다. 그 후 

파이펫을 이용하여 표면에 올려진 10 % (v/v) 소태아혈청을 제거하고 인산완충

식염수로 3회 수세하여 시편 표면에 비특이적으로 부착된 단백질을 제거했다. 

이어서 lysis buffer (0.15 M NaCl, 1 % Triton X100, 5 mM ethylene diamine tetra 

acetic acid, 10 mM Tris-Cl, 0.05 % sodium dodecyl sulfate)를 100 ㎕ 가하고 5 % 

CO2, 37 ℃, 95 % 습도의 배양기에서 1시간 유지하여 표면에서 단백질을 얻었다.  

입자크기가 다른 수산화아파타이트 표면에 특이적으로 부착된 혈청 단백질

의 부착 패턴을 분석하기 위해 각 시편 표면에서 얻은 단백질 시료를 동결 건조

기 (Freeze Dryer; FD5508, Ilshin)를 이용해 농축한 후 40 ㎕의 증류수와 4배 농도

의 sample buffer (60 mM Tris, 25 % glycerol, 2 % SDS, 14.4 mM 2-mercaptoethanol, 

0.1% bromophenol blue)를 10 ㎕ 넣고 볼텍스 믹서 (Mini Vortexer; MV1, IKA)로 

혼합하여 시료 용액 속 단백질 표면에 전기 영동을 위한 음전하의 SDS가 부착될 

수 있도록 했다. 그 후 가열 블록 (Heating block; EW-36402, Thermo Fisher 

Scientific)에서 95 ℃ 온도로 5 분간 유지하여 단백질 변성 (protein denaturation)을 

촉진하고 불순물 제거를 위해 원심분리기 (Centrifugal separator; MX-300, Tomy)

를 이용해 13,500 rpm으로 5분간 지속하여 침전물을 제외한 상등액을 얻었다. 이

어서 이 용액을 12 % polyacrylamide gel에 30 ㎕씩 분취 후 전기영동기 

(Electrophoresis apparatus; SE-400, GE healthcare)를 이용하여 20 mA 전류로 약 8 

시간 영동하고 은염색 (silver staining) 122-123으로 단백질의 패턴을 확인했다.  

 

2-3-2. 혈청 단백질 부착의 정량적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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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시편 표면에 특이적으로 부착된 혈청 단백질의 양을 분석하기 위해 BCA-

assay (bicinchoninic acid assay)분석법을 124 이용했다. 2-3-1과 동일한 방법으로 얻

은 혈청 단백질 시료를 동결 건조기를 이용해서 농축하고 증류수 200 ㎕를 넣어 

볼텍스 믹서로 충분히 섞어 단백질 덩어리를 잘게 부순 후 각각 96 well-세포 배

양 접시 (96 well clear flat bottom culture microplate; #353072, Corning)에 200 ㎕씩 

분취했다. 그 후 BCA 단백질 정량 키트 (Pierce BCA protein assay kit; #23225, 

Thermo Fisher Scientific)을 이용하여 가시광선 흡광도 측정기 (ELISA plate 

reader; 550, Bio-Rad)로 560 nm 파장의 흡광도를 측정 하고 키트에 포함된 서로 

농도가 다른 6개의 알부민 용액의 ‘흡광도-농도 검정 곡선’을 얻어서 시료의 농

도를 계산했다. 입자크기가 서로 다른 수산화아파타이트 표면에 부착된 

fibronectin, vitronectin, osteogenic growth peptide의 양은 효소 면역 측정법 

(ELISA; enzyme-linked immunosorbent assay)를 이용하여 측정했다. 2-3-1과 동일

한 방법으로 얻은 혈청 단백질 시료에 포함된 fibronectin, vitronectin, osteogenic 

growth peptide의 농도를 fibronectin 효소 면역 측정 키트 (Fibronectin ELISA Kit, 

Novateinbio), vitronectin 효소 면역 측정 키트 (Vitronectin ELISA kit, Tsz elisa), 

Osteogenic growth peptide 효소 면역 측정 키트 (Osteogenic growth peptide ELISA 

kit, Novateinbio)와 가시광선 흡광도 측정기로 540 nm, 450 nm, 450 nm 파장의 흡

광도를 각각 측정 하여 효소 면역 측정 키트에 포함된 서로 농도가 다른 6개의 표

준 단백질 용액으로 검정 곡선을 얻어 시료의 농도를 계산했다.  

 

2-4. 세포 실험 

2-4-1. 골아세포 부착 특성 분석 

입자크기가 서로 다른 수산화아파타이트 디스크의 표면이 골아세포의 부착

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하기 위해 마우스 유래 골아세포인 MC3T3-E1 (CRL-3593, 

ATCC)을 이용하여 평가했다. 세포 배양 접시 (Nunc™ Cell-Culture Treated Multi 

dish 48 well plate; 150687, Nunc)에 디스크 형태의 시편을 넣고 세포 배양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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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inimum essential media, alpha modification; Alpha-MEM, Welgene)과 10 % (v/v) 

소태아혈청 (Fetal bovine serum; Hyclone-FBS, Thermo fisher scientific)을 혼합한 

배지를 분주했다. 각 표면 위에 104 cells/disc 수의 골아세포를 분주하고 5 % CO2, 

37 ℃, 95 % 습도 환경의 세포 배양기 (Forma steri-cycle CO2 incubator, Thermo 

scientific)에서 배양했다. 3 시간 후 배양액을 제거하고 1 ㎖의 전고정 용액 (2.5 % 

glutaraldehyde, 2 % paraformaldehyde, pH 7.4 phosphate-buffered saline)을 넣어 24 ℃

에서 3 시간 동안 유지 시켜 세포막의 용액 투과도를 증가시켰다. 이후 전고정 용

액을 파이펫으로 제거하고 pH 7.4 인산완충생리식염수, 1 ㎖로 3회 수세하였다. 

수세한 시편은 오스뮴 고정 용액 (1 % osmium tetroxide, pH 7.4 인산완충생리식

염수) 1 ㎖에 담지 시켜 24 ℃, 암실환경에서 90 분 간 유지하여 오스뮴이 코팅 되

도록 했다. 이후 pH 7.4 인산완충생리식염수 1 ㎖로 3회 수세하고 에탄올 70 %, 

80 %, 90 %, 95 %, 100 %, 100 %, 100 % 농도의 용액에 각 15 분씩 담지하여 탈수 

시켰다. 탈수 된 시편은 12 시간 동안 건조기에서 건조하고 1 분 30 초 간 Au-Pd 

이온 증착하여 전계 방출형 주사전자 현미경으로 이미지를 얻은 후 골아세포의 

수와 형태를 분석했다. 골아세포 세포질의 면적은 위의 방법으로 얻은 사진을 이

미지 분석 프로그램 (ImageJ, NIH)을 이용하여 각 20개 이상의 세포 면적을 측정

하고 평균과 표준 편차 값으로 나타냈다. 

 

2-5. 골아세포 증식 및 분화 특성 분석 

입자크기가 서로 다른 수산화아파타이트 표면이 골아세포의 증식에 미치는 영

향을 확인하기 위해 마우스 유래 골아세포인 MC3T3-E1을 이용해 평가하였다. 

실험은 세포 배양 접시에 디스크 형태의 시편을 넣고 세포배양액과 10 % (v/v) 소

태아혈청, 100 units/mL penicillin, 100 ㎍/mL streptomycin이 혼합된 미디어를 사

용해 수행하였다. 각 시편의 표면 위에 104 cells/disc 수의 골아세포를 분주하고 

5 % CO2, 37 ℃, 95 % 습도 환경의 세포 배양기에서 각각 1, 3, 7일 동안 배양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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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후 세포 증식은 MTS (3-(4,5-dimethylthiazol-2-yl)-5-(3-carboxymethoxyphenyl)-

2-(4-sulfophenyl)-2H-tetrazolium)assay 방법 125-126으로 측정했다. 파이펫을 이용해

서 세포 배양액을 제거하고 인산완충식염수로 여분의 배지를 수세 후 20 ㎕ 

MTS, 10 % 소태아혈청이 함유된 세포배양액을 넣어 3 시간 동안 5 % CO2, 37 ℃, 

95 % 습도 환경에서 배양했다. 그 후 배양된 배지를 96 well-배양 접시에 200 ㎕

씩 분취하여 490 nm의 흡광도를 가시광선 흡광도 측정기로 측정했다. 표준용액

으로 검정 곡선을 얻어 세포 수를 계산하고 조건 마다 4개의 시편을 측정하여 통

계적 유의성을 확인했다.  

수산화아파타이트의 입자크기가 골아세포 분화 초기에 미치는 영향 분석을 위

해서 48 well-세포 배양 접시에 원반 형태의 시편을 넣고 세포배양액과 10 % (v/v) 

소태아혈청, 100 units/mL penicillin, 100 ㎍/mL streptomycin과 분화를 유도하기 

위한 50 ㎍/mL ascorbic acid, 10 mM β-glycerophosphate가 혼합된 배지를 사용하

여 분화 초기 지시 인자인 alkaline phosphatase의 활성127-128을 비교했다. MC3T3-

E1 세포를 105 cells/disc 수만큼 각 시편 위에 분주하고 5 % CO2, 37 ℃, 95 % 습도 

환경의 세포배양기에서 배양했다. 3일마다 배양액을 교환해주는 방법으로 14일

과 21일 배양 후 배양액을 제거하고 인산완충식염수로 3회 세척 했다. 이후 세포

막 용해 용액 (Cell lysis buffer; Stem TAG alkaline phosphatase activity assay kit, 

Cell biolabs)을 0.5 mL 넣어 4 ℃에서 10 분간 유지 후 12,000 rpm에서 13 분간 원

심분리 하였다. 그 후 상층액 50 ㎕를 96 well-배양 접시에 기질용액 (StemTAG 

alkaline phosphatase activity assay substrate; Stem TAG alkaline phosphatase activity 

assay kit, Cell biolabs)과 함께 넣어 37℃에서 30분간 유지 후 반응 멈춤 용액 (Stop 

solution; Stem TAG alkaline phosphatase activity assay kit, Cell biolabs) 50 ㎕를 넣

고 가시광선 흡광도 측정기를 이용하여 405 nm에서 흡광도를 측정하여 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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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itrophenol 양을 얻었다.  

총 단백질 양은 BCA 단백질 정량 키트를 사용하고 소태아혈청을 표준 용액으

로 검정 곡선을 얻어 측정했다. 각 측정에서 얻은 값을 이용하여 alkaline 

phosphatase 활성도는 측정에 사용된 단백질 양 중 30 분 반응에서 측정된 p-

nitrophenol 양을 나타내는 µmol/min/㎍의 단위로 나타내었다.  

골아세포의 분화에 의한 인산칼슘 침착을 확인하기 위해 48 well-세포 배양 

접시에 원반 형태의 시편을 넣고 10 % (v/v) 소태아혈청, 100 units/mL penicillin, 

100 ㎍/mL streptomycin, 50 ㎍/mL ascorbic acid, 10 mM β-glycerophosphate가 혼합

된 배지를 사용했다. 입자크기가 다른 수산화아파타이트 표면에 105 cells/disc 수

의 골아세포를 분주하고 5 % CO2, 37 ℃, 95 % 습도 환경의 세포배양기에서 3일

마다 배양액을 교환해주면서 21, 28일간 배양했다. 그 후 배양액을 제거하고 인

산완충식염수로 3회 세척 후 인산완충식염수로 희석한 3.7 % formaldehyde (37 

wt% formaldehyde solution, Sigma-Aldrich) 용액으로 고정 했다. 그 후 Alizarin red 

s 수용액(3,4-Dihydroxy-9,10-dioxo-2-anthracenesulfonic acid sodium salt, Sigma-

Aldrich)을 0.5 mL 넣어 20분간 유지한 후 Alizarin red s 수용액을 제거하고 인산

완충식염수로 3회 세척하였다. 칼슘 침착에 의해 적색으로 염색된 부분을 실체

현미경 (SMZ 1500, Nikon)으로 관찰하고 수산화아파타이트의 구성 성분인 칼슘

이 Alizarin red s 염색 미치는 영향을 배제하기 위하여 골아세포를 배양하지 않은 

수산화아파타이트 시편을 동일 조건으로 염색하여 함께 비교하였다. Alizarin red 

s에 의해 염색된 칼슘 무기물 침착 양을 비교하기 위해서 CPC (cetylpyridinium 

chloride, Sigma-Aldrich) 용액을 이용한 정량 방법 129-130을 사용하였다. 정량을 위

해 10 % CPC 용액 0.5 mL를 넣어 상온에서 1시간 지속 후 상층액을 세포 배양 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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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에 200 ㎕씩 분취하고 가시광선 흡광도 측정기를 이용하여 570 nm에서 측정

된 흡광도 값을 사용했다.         

 

2-6. 골 전도도 평가 

2-6-1. In vivo 실험 

골 전도도 실험은 뉴질랜드산 백색 웅성가토 (New Zealand White rabbit; 2-2.5 

kg, DooYeol Biotech)를 사용했다. 케타민 (1.0 mL/kg, Yuhan)과 럼푼 (0.3 mL/kg, 

Bayer)을 혼합 후 근육주사하여 마취했다. 이어서 두부의 정수리 부분을 제모, 

10 % 포비딘액 (Povidone iodine topical solution, Firson)으로 소독한 후 2 % 염산

리도카인에피네프린주사 (2 % Lidocaine HCl & epinephrine injection; Yuhan) 1.8 

mL를 피하 주사하여 국소 마취했다. 그 후 소독된 두피의 전두골 (frontal bone)과 

두정골 (parietal bone) 정중앙 부분이 노출 될 수 있도록 약 4 cm 절개 후 골막을 

박리하여 두개골을 노출 시켰다. 핸드피스 (Dental hand piece; Surgic-XT, NSK)와 

외경 9 mm의 trephine bur (TPHB-B9, Osung)를 사용하고 열 손상 방지를 위해 멸

균 생리식염수 (Greenflex normal saline, Daihan pharm) 관주 상태에서 좌, 우 시상

봉합 (sagittal suture)과 관상봉합 (coronal suture) 교차점에 원형 골 결손부를 형성

했다. 골 결손부에 입자크기가 각각 크고 작은 두 가지 과립을 각각 식립 후 흡수

성 봉합사 (Surgifit 3-0, Ailee)로 골 막을, 비 흡수성 봉합사 (Black silk 3-0, Ailee)

로 두피를 봉합했다. 봉합선 중심으로 주변 약 5 cm 부분을 10 % 포비딘액으로 

소독하고 항생제 (Cefazoline, Chongkundang)를 1 mL 용량으로 3일간 주사했다. 

수술 4주 후 케타민 (1.0 mL/kg, Yuhan)과 럼푼 (0.3 mL/kg, Bayer)을 혼합 후 주사

하여 마취하고 염화칼륨주사액 (KCl injection, JW pharmaceutical)을 1 mL/kg 양

으로 정맥주사하여 희생하였다. 그 후 핸드피스 (Strong 793, Saesin)와 30 mm 원

형 커팅휠 (Diamond cutting disc, U-jin tools)을 이용하여 두개골을 적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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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2. 조직 표본의 제작 및 관찰 

골 전도도 실험에서 얻은 두개부의 조직을 4 % 포르말린용액에 담지하여 3 일

간 고정시킨 후 흐르는 물에 12 시간 동안 수세하였다. 수세 된 시편은 에탄올

(99.5 %, Duksan pure chemicals) 70 %, 90 %, 95 %, 100 % 농도에 72 시간씩 담지

하여 탈수하였다. 탈수된 시편은 포매 레진 (Technovit-7200, Hereaus Kuazer)에 

담지 후 400 nm 파장의 UV 등 (ultraviolet lamp; Dulux S 9W-71 G23 Bluedulux sbl 

9w/71, Osram)을 24 시간 동안 조사하여 경화 시켰다. 경화된 시편은 절단기 

(Secotom-15, Struers)을 사용하여 60 ㎛ 두께로 절단한 후 표면연마장치 

(Tegrapol-35, Struers)로 약 30 ㎛인 조직 박편을 제작했다. 그 후 Sanderson rapid 

bone stain (Sanderson’s RBS, Dorn and hart microedge)과 Van Gieson (Van gieson, 

Dorn and hart microedge)로 염색하여 광학현미경 (Eclips-80i, Nikon)로 관찰하고 

이미징 장치 (DS-Fi1, Nikon)를 이용해 조직을 촬영했다. 조직의 신생골, 연조직, 

식립 과립의 면적은 이미지 분석 프로그램 (ImageJ, NIH)을 이용하여 전체 결손 

면적 대비 백분율로 계산하였다.  

 

2-7. 통계 분석 

  통계적 유의성 분석은 SPSS v.20 (statistical package for the social sciences, IBM)

를 이용했다. 모든 변수의 평균 (mean) ± 표준편차 (standard deviation; SD)를 구

하고 그룹간의 비교는 Student’s t-test를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2-8. 동물실험 윤리 

동물실험은 서울대학교 동물실험윤리위원회 (Seoul National University 

Institutional Animal Care and Use Committees)의 승인 (승인번호: SNU-140515-1-

2) 하에 수행하였다. 또한 모든 동물 실험에서 ‘동물보호법’과‘실험동물에 관한 

법률’을 준수하여 실험 동물을 취급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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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실험 결과    

소결 시간에 따른 수산화아파타이트 입자크기 변화를 전계 방출형 주사전자 

현미경으로 확인했다. Fig. 1은 두 가지 시편의 표면을 10,000배의 배율로 확인한 

결과이다. 1100 ℃에서 6 분 소결한 시편 (specimen S)의 입자크기는 720 분 소결

한 시편 (specimen L)의 입자크기에 비해 유의하게 작았다. 이 두 가지 시편의 입

자크기와 분포를 확인하기 위해 각 시편의 200개 이상 입자를 확인할 수 있는 이

미지를 5장씩 촬영하고 ImageJ 프로그램으로 측정했다. Fig. 2는 그 결과로 

specimen S의 입자크기는 0.23 ± 0.08 ㎛, 0.03 – 0.60 ㎛의 입도분포를, specimen L

의 경우 3.58 ± 0.87 ㎛의 입자크기와 1.36 – 7.19 ㎛의 입도분포를 나타냈다. Fig. 

3은 X-선 회절 분석기를 이용해서 각 시편의 상을 분석한 결과이다. 수산화아파

타이트의 주된 피크가 나타나는 25 – 40 ˚의 2 θ 범위를 비교했을 때 두 시편 모두 

순수한 수산화아파타이트 상을 나타냈다. Fig. 4는 각 시편의 접촉각을 증류수를 

이용해서 측정한 결과이다. specimen S은 50.2 ± 2.4 ˚, specimen L 시편은 71.1 ± 

1.0 ˚의 접촉각을 나타냈다. Fig. 5는 Girifalco-Good-Fowkes-Young식을 이용하여 

각 시편에서 얻은 접촉각을 표면에너지로 변환한 결과이다. Specimen S의 표면

에너지는 68.4 dyne/cm, specimen L의 표면에너지는 43.9 dyne/cm으로 specimen L 

보다 specimen S에서 높은 표면에너지를 나타냈다. Fig. 6은 공초점레이저형광현

미경을 이용하여 표면 조도를 측정한 결과이다. Specimen S, specimen L의 표면 

조도는 각 0.123 ± 0.02 ㎛, 0.125 ± 0.01㎛으로 통계적으로 차이가 없었다.  

Fig. 7은 입자크기가 다른 각 시편 표면에 부착되는 혈청 단백질 패턴을 SDS 

젤 전기영동 방법으로 비교한 결과이다. 은으로 염색되어 짙은 갈색으로 보이는 

단백질 밴드를 비교했을 때 fibronectin이 나타나는 230 - 250 kDa 부분과 

vitronectin이 나타나는 75 kDa 부분 그리고 albumin이 나타나는 66.5 kDa의 단백

질 밴드 패턴은 동일 했지만 밴드의 두께는 specimen S 표면에서 얻은 단백질 시

료의 밴드가 더 두꺼웠다. 특히 specimen S 표면에서 얻은 단백질 시료의 경우 75 

- 230kDa 부분과 66.5 kDa 이하 부분에 여러 개의 밴드가 나타나는데 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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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pecimen L 표면에서 얻은 단백질 시료의 경우 단백질 밴드가 거의 나타나지 않

았다. Fig. 8은 각 표면에 부착된 혈청 단백질의 양을 BCA-assay 방법을 이용하여 

정량 한 결과이다. Specimen S 표면에는 71.87 ± 3.97 ㎍/㎠, specimen L 표면에는 

33.25 ± 2.23 ㎍/㎠으로 부착되어 specimen S 표면에 더 많은 양의 혈청 단백질이 

부착함을 알 수 있었다. Fig. 9는 각 시편 표면에 부착된 혈청 단백질 중 fibronectin

의 부착 양을 효소 면역 측정법으로 측정한 결과이다. Specimen S 표면의 부착 양

은 6.11 ± 0.40 ㎍/㎠, specimen L 표면에는 2.91 ± 0.39 ㎍/㎠로 specimen S 표면에 

더 많은 양의 fibronectin이 부착 됨을 확인했다. Fig. 10은 각 시편 표면에 부착된 

혈청 단백질 중 vitronectin의 부착 양을 효소 면역 측정법으로 비교한 결과이다. 

Specimen S, specimen L 표면에 각 5.42 ± 0.32 ㎍/㎠, 3.03 ± 0.29 ㎍/㎠ 가 부착하

여, specimen S 표면에 더 많은 양의 vitronectin이 부착됨을 확인했다. Fig. 11은 각 

시편 표면에 부착된 혈청 단백질 중 osteogenic growth peptide의 양을 비교한 결

과이다. Specimen S 표면에는 194.32 ± 22.16 ng/㎠, specimen L 표면에는 78.52 ± 

21.31 ng/㎠가 부착하여 specimen S 표면에 더 많은 양의 osteogenic growth peptide

가 부착 함을 확인했다.  

Fig. 12는 각 시편 표면에 골아세포를 3시간 동안 배양하여 부착된 골아세포

의 수와 형태를 비교한 결과이다. 그림에서 각 시편의 100 배율 이미지를 비교해 

보면 specimen S 표면에 더 많은 수의 골아세포가 부착 되고, 1000 배율의 이미지

를 비교해 보면 세포의 촉수 (filopodia)와 피막돌기 (lamellipodia)가 specimen S 표

면에서 더 발달해 있는 것이 관측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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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1. FE-SEM images of (a) specimens S and (b) specimen L after microwave 

sintering at 1100 °C for 6 and 720 min, respectively. (Adv. Appl. Ceram. 2019, 118: 

484-4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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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2. Grain size distributions of the specimens S and L. (Adv. Appl. Ceram. 2019, 

118: 484-4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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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3. The X-ray diffraction patterns of the specimens S and L. (Adv. Appl. Ceram. 

2019, 118: 484-4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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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4. Contact angles of the specimens S and L. 

 

  



21 

 

 

 

 

 

Figure 5. Surface energies of specimens S and L after microwave sintering at 1100 °C 

for 6 and 720 min, respectively. Data are expressed as mean ± standard deviation of 

five determinations (**p < 0.01). (Adv. Appl. Ceram. 2019, 118: 484-4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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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6. Average surface roughness (Ra) of the specimens S and 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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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7. SDS-PAGE results for serum proteins adsorbed on specimens S and L. M: 

protein size mark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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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3은 각 시편 표면에 골아세포를 3 시간 동안 배양하여 부착된 세포 수를 

MTS assay를 이용해서 측정한 결과이다. Specimen S 표면에는 10,246 ± 985 cells/

㎠, specimen L 표면에는 6,923 ± 1,085 cells/㎠의 골아세포가 부착하여 specimen 

S 표면에 더 많은 수의 골아세포 부착이 관측되었다. Fig. 14는 각 시편 표면에 골

아세포를 3시간 동안 배양 후 부착된 세포의 세포질 면적을 ImageJ를 이용해서 

측정한 결과이다. Specimen S 표면에 부착된 골아세포 세포질 면적은 3,706 ± 712 

㎛2, specimen L 표면에 부착된 골아세포 세포질 면적은 1,492 ± 432 ㎛2으로 

specimen S 표면에서 세포질이 더 넓게 부착된 것이 관측되었다. Fig. 15는 각 시

편 표면에 골아세포를 1, 3, 7일간 배양 후 증식된 세포 수를 MTS-assay 방법으로 

비교한 결과이다. Specimen S 표면에서 1, 3, 7일 간 증식된 골아세포 수는 각각 

11,168 ± 1,297 cells/㎠, 21,192 ± 1,706 cells/㎠, 40,530 ± 4,139 cells/㎠ 이었고 

specimen L 표면에서는 각 8,100 ± 846 cells/㎠, 16,972 ± 1,826 cells/㎠, 30,745 ± 

2,407 cells/㎠으로 모든 배양 기간에서 specimen S 표면에서 specimen L 표면에 

바해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골아세포 개체 수가 증가하였다. Fig. 16은 각 시편 표

면에서 배양된 골아세포의 분화 정도를 비교하기 위해서 분화 초기 마커인 

alkaline phosphatase의 활성을 측정한 결과이다. Specimen S 표면에서 2, 3주간 배

양한 골아세포의 alkaline phosphatase 활성은 각 4.2 ± 0.4 µmol/min/㎍, 2.5 ± 0.5 

µmol/min/㎍이었고 specimen L 표면의 경우 2.7 ± 0.4 µmol/min/㎍, 1.9 ± 0.5 

µmol/min/㎍으로 2 주와 3 주의 배양 기간 모두 specimen S 표면에서 배양된 골아

세포의 alkaline phosphatase 활성이 높았다. Fig. 17은 각 시편 표면에 골아세포를 

각각 3주, 4주간 배양 후 칼슘 침착 양상을 alizarin red s로 염색하여 비교한 결과

이다. Alizarin red s에 의해 적색으로 염색 된 부분을 비교했을 때 3주와 4주간 배

양한 시편 모두에서 specimen L 에 비해 specimen S 표면에 염색된 부분이 치

하게 분포된 것이 관찰되었다. Fig. 18은 각 시편 표면에서 골아세포를 3주와 4주

간 배양 후 칼슘이 침착 된 양을 CPC를 이용해서 정량 한 결과이다. 침착 된 칼슘 

양에 비례하는 570 nm 파장에서의 흡광도를 비교했을 때 specimen S 표면에서 

각각 3주, 4주간 배양해서 침착 된 칼슘에 의한 CPC의 흡광도는 각각 1.2 ± 0.1와 

1.6 ± 0.2 이었고 specimen L의 경우 CPC의 흡광도는 0.7 ± 0.1와 1.3 ± 0.1로 3주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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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주 모두 specimen S 표면에 더 많은 양의 칼슘이 침착 되었음을 관찰할 수 있었

다. 

Fig. 19는 골 전도도 평가를 위해 제작한 입자크기가 서로 다른 두 수산화아파

타이트 과립의 미세구조를 전계 방출형 주사전자현미경으로 관측한 결과이다. 

50배율의 이미지에서 두 시편의 과립 크기가 425 – 600 ㎛ 범위로 유사하고 제조 

시 첨가한 PEG의 열 분해로 인해 기공이 형성된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1000배

율에서는 각각 시편의 입자크기가 원반 형태의 시편 (Fig. 1)과 동일하게 각각 작

고 크게 형성 된 것이 관측 되었다. Fig. 20은 specimen S와 specimen L 과립을 각

각 뉴질랜드 백색 웅성가토 두개골에 골 결손부를 형성하여 식립하고 4주 후 희

생하여 얻은 조직을 광학 현미경으로 관찰한 결과이다. Specimen S 시편이 식립 

된 조직 [Fig. 19(b)]이 specimen L 과립을 식립한 조직 [Fig. 19(c)]에 비해 과립을 

둘러싼 신생골 (new bone)의 양이 상대적으로 많은 것이 관찰 되었다. Table 1은 

각 조직의 결손부 면적 대비 식립 된 과립, 신생골 및 섬유조직의 면적 비율을 

ImageJ로 측정한 결과이다. 결손부 내 식립된 과립의 면적 (implanted granule) 비

는 specimen S와 specimen L 시편이 각각 32.9 ± 7.8 %, 30.2 ± 12.2 %로 통계적으

로 동일한 값을 나타냈다. 결손부 내 섬유조직 (soft tissue)의 면적의 경우 

specimen S와 specimen L 시편의 식립 조직에서 각각 34.6 ± 9.7 %, 51.8 ± 12.3 %

로 specimen S 식립 시 더 적은 면적 비를 보였고, 결손 부 내 신생골 형성 (new 

bone formation) 비율은 specimen S가 32.5 ± 7.9 %, specimen L이 17.9 ± 5.3 %로 

specimen S 과립의 식립 시 specimen L 과립의 식립 보다 통계적으로 유의한 신

생골 면적 비 증가를 나타냈다 (p<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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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8. Amounts of serum proteins adsorbed on the surface of the specimens S and 

L as measured by colorimetric assay using a bicinchoninic acid (BCA) (**p < 0.01; n 

=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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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9. Amounts of fibronectin adsorbed on the surface of the specimens S and L as 

measured by enzyme-linked immunosorbent assay (ELISA) (**p < 0.01; n =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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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10. Amounts of vitronectin adsorbed on the surface of the specimens S and L 

as measured by ELISA (**p < 0.01; n = 5). 

 

  



29 

 

 

 

 

Figure 11. Amounts of osteogenic growth peptide adsorbed on the surface of the 

specimens S and L as measured by ELISA (**p < 0.01; n =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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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12. SEM images of osteoblast cell morphology after 3 hours cultured on the 

specimens S and 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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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13. The numbers of adhered osteoblasts on each surface of specimens S and L 

after 3 hours. (**p < 0.01; n =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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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14. Spreading areas of adhered osteoblasts on each surfaces of specimens S and 

L after 3 hours. (**p < 0.01; n =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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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15. Proliferation analyses of osteoblasts on each surface of specimens S and L 

for 1, 3, and 7 days. Data represent mean ± SD (*p < 0.05, **p < 0.01; n =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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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16. ALP activities of osteoblasts on each surfaces of specimens S and L after 

2, 3 weeks. Data represent mean ± SD (*p < 0.05, **p < 0.01; n =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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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17. The results of Alizarin-red staining analysis by culturing osteoblasts on 

each surface of specimens S and L after 3 to 4 week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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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18. The results of quantitative analysis using CPC extraction methods after 

Alizarin-red staining by culturing osteoblasts on each surface of specimen S and L after 

3 or 4 weeks (*p < 0.05, **p < 0.01; n =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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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19. FE-SEM images of the granule types of the (a) specimen S and (b) specimen 

L used for osteoconductivity tests. Inset photographs are their detailed microstructures 

(×10,000). (Adv. Appl. Ceram. 2019, 118: 484-4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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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20. Optical microscopic images of (a) blank, (b) specimen S, and (c) specimen 

L treated defects at 4 weeks after implantation into calvarial defects of New Zealand 

white rabbits (Stained with Sanderson’s rapid bone stain and a Van Gieson 

counterstain). (Adv. Appl. Ceram. 2019, 118: 484-4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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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Histomorphometric analyses of specimen S and specimen L after 4 weeks of 

implantation in calvarial defects of New Zealand white rabbits. (Adv. Appl. Ceram. 

2019, 118: 484-4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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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고찰 

본 논문에서는 수산화아파타이트의 나노입자화가 골 전도도에 미치는 영향

을 연구하였다. 이와 관련된 많은 연구가 있었지만 기존의 보고에서는 여러가지 

실험 변수를 사용해서, 얻어진 결과를 명확히 평가할 수 없었다. 본 연구에서는 

조성, 상, 표면조도를 통제 하고 오직 표면에너지를 변화시켜 이것이 골 전도도

에 미치는 영향을 연구하였다.  

수산화아파타이트 제조 시 소결 시간을 달리하여, 소결 시간이 짧은 시편의 

경우 소결 시간이 긴 시편에 비해 약 1.6배 작은 입자 크기를 얻을 수 있었다. 또

한 XRD를 이용해 평가했을 때 두 시편은 모두 수산화아파타이트 단일 상이었고 

조도 또한 동일했다. 하지만 표면에너지는 작은입자크기의 시편이 1.56배 높았

다.  

표면에너지가 혈청 단백질 부착 양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했다. BCA 정량법

을 이용해서 표면에너지가 서로 다른 각각의 시편 표면에 부착된 혈청 단백질의 

총량을 비교 시 표면에너지가 높은 specimen S 표면에 specimen L 보다 2.16배 많

은 양의 혈청 단백질이 부착되었다. 또한 fibronectin(Fig. 9), vitronectin (Fig. 10), 

osteogenic growth peptide (Fig. 11) 모두 specimen S 표면에 specimen L 보다 각각 

2.1배, 1.8배 그리고 2.5배 더 많이 부착된 것을 확인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표면

에너지가 상대적으로 높은 수산화아파타이트 (specimen S) 표면에, 표면에너지

가 상대적으로 낮은 수산화아파타이트 (specimen L) 표면보다 혈청 단백질 부착

된 총량 뿐 아니라, 골아세포의 부착, 증식 그리고 분화를 촉진하는 단백질들의 

부착도 증가 된 것을 보여준다.    

수산화아파타이트의 표면에너지가 골아세포의 부착, 증식 및 분화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했다. 표면에너지가 높은 specimen S 표면에 specimen L의 표면 보다 

골아세포가 조 하게 부착되었고 MTS assay를 이용한 골아세포 수의 정량 비교

에서도 1.48배 더 많이 부착된 것이 관찰되었다 (Fig. 13). ImageJ를 이용한 골아

세포 세포질 면적의 비교에서도 specimen S 표면의 골아세포 세포질 면적이 2.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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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 더 넓었다 (Fig. 14).  증식도 표면에너지가 높은 표면에서 1, 3, 7일 각각 1.38

배, 1.25배 그리고 1.32배 증가하였다 (Fig. 15). 이러한 결과는 표면에너지가 상

대적으로 높은 표면에서 골아세포의 증식이 촉진되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표면에너지가 골아세포 분화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했다. Alkaline phosphatase 

(ALP)는 인산기를 떨구는 역할을 하는 효소로 골아세포의 골 형성 시에 활성 되

어131-133 골아세포 분화 초기 확인 인자로 사용된다. 134-136 표면에너지가 서로 다

른 수산화아파타이트 표면에 각각 배양된 골아세포의 ALP activity를 비교한 결

과, specimen S가 specimen L 보다 2주와 3주에 각각 1.56배와 1.32배 높은 활성을 

나타냈다 (Fig. 16). 골아세포 분화의 최종 산물인 칼슘 침착은 Alizarin red s 염색

으로 비교했다. Alizarin red s는 방향족 유기 화합물로 금속 이온과 결합하는 성

질이 있어 체내의 칼슘 염을 염색할 수 있다. 137-138 칼슘 침착을 비교했을 때 

specimen S 표면에 더 조 하게 생성된 것이 관찰되었다(Fig. 17). 침착 된 칼슘의 

양을 CPC 추출법으로 정량 비교하면 specimen S의 칼슘 침착 양이 specimen L 보

다 3주와 4주에서 각각 1.71배 및 1.23배로 높았다 (Fig. 18).  

수산화아파타이트의 표면에너지가 골아세포의 분화에 미치는 영향을 종합하

면 표면에너지가 높은 수산화아파타이트 (specimen S) 표면이 표면에너지가 낮

은 수산화아파타이트 (specimen L)의 표면 보다 초기 골아세포가 조 하게 부착

되며 세포질의 확장이 넓게 형성되고 부착 수 가 많을 뿐 아니라 증식, 분화, 칼

슘 침착 모두가 상대적으로 촉진된 것을 확인하였다. 앞서 진행한 혈청 단백질 

부착 및 골아세포 반응 평가의 경우 혈청 단백질 부착 양 증가 시 골아세포 부착 

수 증가 139-141 및 골아세포의 분화의 증가에 따른 골 전도도 증가 142-144 등은 알려

져 있지만, 혈청 단백질 중 어떤 단백질의 경우 골 형성을 저해하거나 145-147 세포 

실험과 동물실험의 결과가 상이한 보고가 있었다. 148-150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동물 실험을 통해 표면에너지가 혈청 단백질과 골아세포 반응 평가뿐 아니라 신

생골 형성에 미치는 영향까지 확인하였다. 표면에너지가 서로 다른 두 시편에 동

일한 양의 과립을 식립하고 (Table 1. Implanted granule %), 신생골 형성량을 비교

했을 때, specimen S 과립에 specimen L 과립보다 신생골 형성 면적 비율 (Table 1. 



42 

New bone formation %)이 1.82배 증가했으며, 섬유조직 면적 비율 (Table 1. Soft 

tissue %)은 1.50배 감소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표면에너지가 높은 수산화아파타

이트에서 표면에너지가 낮은 수산화아파타이트 보다 골 전도도가 증가하였음

을 의미한다. 위의 분석에서 표면에너지가 높은 수산화아파타이트 표면이 표면

에너지가 낮은 수산화아파타이트 표면보다 혈청 단백질 부착 양, 골아세포 부착 

수, 증식, 분화 및 신생골의 형성 량 등 모두 높은 값을 나타냈다. 즉 본 연구에서 

소결 시간을 상대적으로 길게 준 수산화아파타이트 시편은 입자크기가 커지며 

입계 (grain boundary) 면적이 감소된 반면 [Fig. 1(b)], 상대적으로 소결 시간이 짧

은 수산화아파타이트 시편은 입성장 (grain growth)이 적게 일어나 결정립계 면

적이 증가 되었다 [Fig. 1(a)]. 입계는 같은 조성과 서로 다른 결정적 방위

(orientation) 입자 사이의 계면을 뜻하는 것으로 151-153 입자 간의 어긋난 정도

(mismatch angle)가 클수록 끊어진 결함이 증가하고 입자의 구조와 많이 뒤틀리

게 되어 표면에너지를 높이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154-156. 입계의 발달은 배위 수

를 감소시켜 자유에너지 (free energy)를 증가 시키고 이는 입계 주위의 이온과 분

자의 흡착으로 안정화 하려는 성질을 촉진한다. 157-160 재료의 표면에서 일어나는 

흡착은 크게 물리적 흡착과 화학적 흡착으로 나누어 지는데 161-162 반데르발스 힘 

(Van der Waals force) 163-165, 공유결합 (covalent bonding)에 의해서 일어나는 흡착 

(chemisorption) 166-167 모두 정전기 상호작용 (electrostatic interaction)으로 일어나

기 때문에 168-169 표면에너지가 높은 표면에서 흡착이 촉진된다. 170-174 이상의 결

과를 종합해 보면 결정립계 면적 증가에 의한 표면에너지 증가가 흡착을 촉진하

고 이로 인한 혈청 단백질과 골아세포의 부착, 증식, 분화에 관련된 단백질들의 

부착 량을 증가시켜 골아세포의 활성의 증가로 골 전도도가 증가 했을 것으로 생

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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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결론 

수산화아파타이트의 입자크기가 골 전도도에 미치는 영향을 연구했다. 표면에

너지에 따른 혈청 단백질 부착 량 비교에서 표면에너지가 높은 수산화아파타이

트 표면에 표면에너지가 낮은 수산화아파타이트 보다 많은 양의 혈청 단백질이 

부착했고, 골아세포의 부착, 증식, 분화를 촉진하는 fibronectin, vitronectin, 

osteogenic growth peptide의 부착 양 또한 많았다. 골아세포 반응 평가에서도 표

면에너지가 높은 수산화아파타이트 시편에 더 많은 수의 골아세포가 부착되었

고 증식, 분화 및 칼슘 침착 또한 배가된 것을 확인하였다. 뉴질랜드 웅성 가토를 

이용한 동물실험 역시 표면에너지가 높은 수산화아파타이트를 식립 한 경우에 

섬유 조직 면적은 줄고 신생골 형성 량은 증가 한 것을 확인하였다.  

이상의 결과로부터 수산화아파타이트의 표면에너지가 높아지면 혈청 단백질

의 부착 량이 증가되고 이로 인한 골아세포의 부착, 증식과 분화를 증가시키는 

단백질의 부착 량이 함께 증가하여 골아세포의 골 활성 촉진으로 인한 골 전도

도가 증가 된 것으로 생각된다. 본 연구에서 얻은 표면에너지와 골 전도도의 관

계는 골이식재 제조 시 골 전도도를 높이기 위한 공정에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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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I. 수산화아파타이트 마이크로적층화가 골세포의 

활성에 미치는 영향  
 

1. 서 론 

뼈에 직접 식립되는 티타늄 임플란트의 경우 골 결합 능력 증대를 위한 수산화

아파타이트 코팅이 시행되고 있다. 비록 금속 표면의 수산화아파타이트를 코팅

할 수 있는 여러가지 방법이 개발되어 사용하고 있지만 기존 방법들은 수산화아

파타이트 합성이 선행되어야 할 뿐만 아니라 많은 공정과 시간이 소요되는 과정

을 거쳐야만 코팅이 가능했다. 이러한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나노초 레이저를 이

용하여 수산화아파타이트의 합성과 코팅을 단일 공정으로 구현하는 방법을 개

발 했다. 이 방법은 고농도의 칼슘, 인산 용액에 티타늄 시편을 침적하고 레이저

를 가하는 것으로 수산화아파타이트의 합성과 기저층 용융에 의해 코팅이 동시

에 이루어진다. 또한 레이저 조사 조건으로 아파타이트 코팅 두께와 양을 조절

할 수 있었고 임상에서 사용할 수 있는 코팅 강도 역시 얻을 수 있었다. 코팅의 생

체 적합성을 평가를 위해 골아세포 및 단백질의 부착을 확인해 본 결과 본 방법

으로 코팅한 표면에서 골 형성에 중요한 혈청 단백질 및 골세포 부착 촉진이 확

인되었다. 본 연구의 결과는 골과 접하게 되는 재료뿐 아니라 체내에 식립되는 

모든 재료 표면에 적용 가능할 것으로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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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실험방법 

2-1. 시료 준비 

Grade 5의 티타늄 (Ti-6Al-4V, 3 mm thick, 10 mm wide, and 10 mm long) 을 사용

했다. 시편은 실리콘카바이드 연마종이와 연마기 (M-Prep 5, Allied)를 이용하여 

#300, #600, #1000 순서로 연마하고, 아세톤 (99.5 %, Duksan), 99.9 % EtOH 

(Duksan), 70 % EtOh (Duksan) 그리고 증류수 (Pure power I, 18.2 MΩ)의 순서로 

세척했다. 세척이 완료된 시편은 사용 전까지 건조기에서 12 시간 이상 보관한 

후 사용했다.  Polyether ether ketone (PEEK, Evonik)은 U&I에서 판상으로 가공 (2 

mm thick, 8 mm wide, and 8 mm long) 하여 사용했다. 기계 가공 시 형성된 미세 

조각을 제거하기 위해 99.9 % EtOH (Duksan), 70 % EtOH (Duksan), 증류수 (Pure 

power I, 18.2 MΩ)의 순서로 세척했다. 이후 시편은 사용 전까지 12시간 이상 건

조기에 보관했다. 얇은 판 형태 (sheet type, 1mm thick, 20 mm wide, and 5 mm long)

의 polycaprolactone (PCL) 을 다음의 방법으로 재조했다. PCL은 ring-opening 

polymerization 기법을 사용하여 합성했다. ε-caprolactone (99 %, Alfa Aesar), 

chloroform (≥99.5 %, Daejung chemicals), methyl alcohol (≥99.8%, Duksan pure 

chemicals)을 준비하고 1-dodecanol과 Tin (II) 2-ethylhexanoate 또한 준비했다. 1-

dodecanol (≥98%, Sigma Aldrich) 은 initiator로, Tin (II) 2-ethylhexanoate (92.5-

100.0 %, Sigma Aldrich)은 촉매제로 사용했다. 사용 시 시약의 몰 비율은 10000 : 

1 : 1 이 되도록 했다. 100 mL 유리 시약병에서 교반하면서 진공과 아르곤 충진을 

3번 반복하여 공기를 제거했다. 공기가 제거된 시약병을 봉한 후 150 ℃ 의 oil 

bath에서 24 시간 동안 200 rpm 속도로 교반하며 반응시켰다. 경화된 반응물은 

chloroform을 이용하여 녹이고 methanol 에서 침전시켜 PCL 을 얻었다. 그 후 틀

에서 진공 건조하여 20 mm 길이에 5 mm 너비의 크기로 자른 후 실험에 사용했

다.   

 

2-2. 수산화아파타이트 코팅 용액 제조 

수산화아파타이트 코팅을 위한 용액인 modified apatite coating solution (MAC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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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제조하기 위해서 인체의 체액과 유사한 농도의 무기이온을 함유하고 있는 용

액인 Dulbecco's modified eagle medium (DMEM; LM001-05, Welgene)을 준비했다. 

이후 칼슘과 인산의 농도를 체액보다 100 배 높여주기 위해서 1M Ca(NO3)2 

(C4955, Sigma-Aldrich)와 1M H3PO4 (P5811, Sigma-Aldrich)을 사용하여 최종 Ca 

농도는 250 mM, 그리고 HPO4 이온 농도는 100 mM 이 되도록 하였다. 용액 제조 

시 과포화 현상에 의해서 침전물이 형성되는 것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실험 직전

에 용액을 제조해서 사용했다. 레이저를 이용한 수산화아파타이트 코팅 공정

(LISSC: laser-induced single-step coating)은 용액 온도 25 °C, pH 7.4에서 진행하였

다. 용액 제조를 위한 상세한 무기 이온의 농도는 표로 작성하여 본문에 추가로 

제시하였다.  

 

2-3. 레이저를 이용한 HAp 패턴 구현 (Laser direct writing process) 

nanosecond ytterbium fiber laser (Biolino MOPA, Laservall)를 사용했다.  이 장비

는 최대 20 W 출력과 펄스폭 (pulse duration) 4 - 200 ns, 반복률 (repetition rates) 

1.6 - 1000 kHz, 그리고 빔 크기 (spot size) 50 ㎛의 사양을 갖고 있다. 수산화아파

타이트 코팅을 위해서 레이저의 파워는 10 W, 펄스 폭은 200 ns, 반복률은 500 

kHz, 그리고 빔 속도는 (scan speed)는 0.5 m/s 로 설정했다. 레이저의 출력은 power 

meter (Nova II, Ophir)를 이용하여 레이저를 가하고자 하는 시편 위치에서 실험 

직전에 측정했다. 레이저는 가공 시 빔 사이의 간격이 간격은 10 ㎛가 되도록 하

고 좌우로 (zigzag) 이동하도록 하였다. 레이저 표면 처리된 시편은 증류수에 10 

분 동안 침적시키고 이를 3번 반복하여 세척했다. 수산화아파타이트 표면에 문

자 및 도형 패턴을 구현하기 위해서 ‘laser direct writing’ 방법을 사용했다. 수산

화아파타이트 코팅된 시편을 증류수에 담지하고 레이저 조사 조건은 출력 

(power) 10 W, 펄스 폭 200 ns, 반복률 500 kHz, 스캔속도 0.5 m/s, 공정반복 수 

(loop) 10으로 하여 진행했다. 그리고 모든 레이저 공정은 25℃ 에서 진행했다.  

 

2-4. 레이저를 이용하여 수산화아파타이트 코팅된 표면 미세구조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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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이저 표면처리 공정으로 형성된 표면의 미세 구조를 field-emission scanning 

electron microscope (FE-SEM; Inspect F50, FEI)으로 확인했다. 레이저 처리한 시

편은 증류수를 이용하여 3번 수세하고 12시간 동안 건조기에 보관하여 수분을 

제거한 후 분석에 사용했다. 성분 분석은 energy-dispersive X-ray spectroscopy 

(EDX; Inspect F50, FEI)을 사용했다. 표면의 형상은 3D laser measuring microscope 

(OLS5000, Olympus)을 사용했다. 레이저 코팅 공정에 사용한 반응 용액 및 표면

에 형성된 수산화아파타이트의 정성, 정량 분석은 inductively coupled plasma 

optical emission spectroscopy (ICP-OES; iCAP 6500 Duo, Thermo)를 이용해서 진

행했다. 표면에 형성된 수산화아파타이트 분석을 위해 레이저 공정으로 코팅된 

수산화아파타이트 표면 층을 수술용 칼 (ALN, AN02-002-04)을 이용하여 긁어낸 

후 3 mol/L HCl 용액에 용해시켜 사용하고 반응 용액은 용액 상태로 분석에 사용

했다. 모든 분석 결과는 평균 ± 표준편차 값으로 나타내고 분석 장비의 측정 한

계 이하일 경우 'Not detected' 로 표기했다. 

 

2-5. 상 (Phase), 코팅강도 및 구조 분석 

레이저 공정으로 표면에 형성된 코팅 층을 TF-XRD (Dmax2500, Rigaku)를 이

용하여 분석했다. X-ray 의 입사각은 1.5 ° 로 고정하고 10 - 80 ° 범위의 2 θ를 측

정했다. Step size는 0.05 °로, step 당 소요 시간은 0.2 초로 설정하여 측정했다. 실

험에 사용한 모재인 Ti-6Al-4V 티타늄의 XRD는 (JCPDS no. 04-002-8708)를, 표

면에 형성된 수산화아파타이트는 (JCPDS file No. 09-0432) 를 사용하여 상 분석

을 진행했다. 코팅층의 코팅 강도는 scratch test 장비 (RST3, Anton paar)와 ISO 

13779-4: 2018 방법을 사용하여 측정했다. 측정 시 조건은 속도; 6 mm/분, 길이; 3 

mm, 시작 load; 1000 mN, 측정 rate; 30 Hz, loading rate; 5000 mN/s 로 설정하여 진

행했다. 코팅층의 두께 분석을 위해 코팅된 시편을 단면 가공했다. SEM, EDX를 

통해 단면의 이미지를 얻은 후 코팅 층의 두께는 ImageJ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분

석했다. 레이저 공정으로 수산화아파타이트 코팅층을 형성 시킨 시편의표면을 

focused ion beam (FIB; Helios NanoLab 600, FEI)을 이용해서 단면 형성 후 박편 

가공하였다.  표면층의 구조 및 구성 성분은 transmission electron microscopy 



48 

(TEM; Talos, FEI) 와 high-angle annular dark-field imaging (HAADF)을 이용해서 

분석했다. 

 

2-6. 레이저 조사에 의한 아파타이트 형성 원리 분석 

레이저 조사가 수산화아파타이트 형성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했다. 티타늄 시

편을 증류수, DMEM, MASC에 각각 침적시키고 레이저를 조사했다. 이때 레이

저는 이동하지 않고 한 지점을 15분 동안 조사 하도록 했다. 레이저 조사가 완료

된 시료는 증류수로 3번 수세 후 12시간 동안 건조해서 분석에 사용했다.  

 

2-7. 표면 형상 및 조도 분석 

표면의 형상 및 조도는 3D microscope (OLS-5000, Olympus)을 사용해서 분석했

다. 측정 시 n=5 이상이 되도록 하고 Ra와 Rz 값을 얻어 사용했다. 측정된 결과는 

평균, 표준편차와 각 측정 raw 값을 확인할 수 있도록 그래프로 제시했다.   

 

2-8. 접촉각 측정 

접촉각은 접촉각 측정기 (SDS-TEZD, Femtofab)를 이용해서 얻었다.  측정 시 

증류수를 사용하고 방울 하나의 부피는 약 10 ㎕ 가 되도록 했다. 측정의 n=5 이

상이 되도록 했으며 평균 ± 표준편차 값으로 제시했다. 측정 시 친수성 표면으로 

방울 형태의 증류수가 모두 흡수되어 접촉각을 측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Not 

detected (N.D.)' 라고 표기했다.  

 

2-9. 골아세포(osteoblast)의 부착 분석 

쥐 유래의 골아세포 (MC3T3-E1, ATCC)를 각 시편에 5 × 104 cells이 되도록 분

주하고 3시간동안 37 ℃, 5 % CO2, 95 % 습도 환경에서 배양하여 부착 할 수 있도

록 하였다. 이후 PBS를 이용하여 3번 수세하여 표면에 부착하지 못한 세포가 제



49 

거 되도록 했다. 각 시편 표면에 부착된 세포는 4 % formaldehyde (4 % 

paraformaldehyde in PBS) 에 5분동안 담지 시켜 고정하고,  0.1 % Triton X-100 에 

5분동안 담지 시켜 세포질 투과성을 증가 시킨 후 PBS를 이용하여 3번 수세하여 

여분의 시약을 제거 했다. 이어서 rhodamine-phalloidin (R415, Invitrogen)과 DAPI 

(LS-J1033, Vectashield)로 염색하고 형광 현미경 (Axioscope imager A2M, Zeiss)

를 이용하여 표면에 부착된 세포의 이미지를 촬영했다. 촬영된 세포 이미지는 

ImageJ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단위 면적당 세포 수를 측정하여 분석에 사용했다.  

  

2-10. 문자 및 도형 형태로 패터닝 된 수산화아파타이트 표면에서 골아세포 부착 

특성 분석 

레이저 공정으로 수산화아파타이트를 코팅하고 문자 및 도형 형태를 패터닝을 

구현한 표면에 골아세포 (MC3T3-E1, ATCC)를 5 × 104 수만큼 분취하고 37 ℃, 5 % 

CO2, 95 % 습도 환경에서 24시간 동안 배양했다. 배양 후 PBS를 이용하여 3번 수

세하여 표면에 부착하지 못한 세포가 제거 되도록 했다. 세포의 고정 및 염색은 

위에 제시한 ‘세포 부착 분석’과 동일한 방법을 사용해서 진행했다. 염색된 골아

세포의 F-actin은 오렌지 색으로, 핵은 파란색으로 염색되었으며 형광 현미경 

(Axioscope imager A2M, Zeiss)을 이용하여 이미지를 얻었다.  

 

2-11. 레이저 공정으로 수산화아파타이트가 코팅된 표면의 혈청 단백질 및 

fibronectin, vitronectin 부착 양상 분석 

 

10 % 쥐 혈청 (# 10410, Invitrogen) 을 각 시편 위에 가하고 37 ℃ 에서 30 분 동

안 유지시켜 단백질이 부착될 수 있도록 했다. 이어서 PBS (PR2004-100-74, 

Biosesang)를 이용하여 3번 수세하여 부착하지 못한 단백질을 제거한 후 시편 표

면에 부착된 단백질 만을 분석에 사용했다. 표면에 부착된 단백질을 RIPA buffer 

(# 89900, Thermo)를 가하고 4 ℃ 에서 10 분 동안 유지시켜 분리시켰다. 이렇게 

표면에서 얻은 micro-BCA (# 23235, Thermo)를 이용하고 562 nm 의 흡광도를 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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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도계 (GloMax GM3000, Promega)로 측정하여 분석했다. Fibronectin 및 

vitronectin의 부착 양은 위의 혈청 단백질 분석 방법과 동일한 방법으로 표면에 

단백질 부착시킨 후 형광 염색하여 분석했다. 형광 염색 시 fibronectin은 

fibronectin antibody (ab2413, abcam), Alexa Fluor 488 (ab150077, abcam) 를 사용했

고 vitronectin의 경우 vitronectin antibody (ab45139, abcam)와 Alexa Fluor 594 

(ab150080, abcam)를 사용했다. 각 시편 표면에 형광 염색된 단백질은 형광 현미

경 (Axioscope imager A2M, Zeiss)을 이용하여 측정했다.   

 

2-12. 통계적 유의성 검정 

모든 그래프는 평균과 표준편차, 측정 시 얻은 실제 값을 모두 제시했다. 통계

적 유의성 분석은 Origin program (Ver9.0, OriginLab Corporation)를 사용하고 두 

그룹간의 통계적 유의성은 two-tailed Student’s t-test를 3개 이상 그룹간의 통계적 

유의성 분석은 one-way ANOVA를 사용했다. ANOVA 분석의 경우 Tukey's 사후 

분석을 함께 진행했다. *, **, ***, **** 는 각각 * p<0.05, ** P<0.01, *** P<0.001, 

**** P<0.0001를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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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실험 결과  

칼슘과 인산을 포함한 반응 용액인 MACS (Table S1, Supporting Information) 에 

티타늄을 침적하고 레이저를 조사하여 HAp의 합성 및 코팅을 구현했다 (Figure 

21a–c). 레이저의 출력 도 (power density)를 0.1–3,539 W/mm2 로 조절했을 때, 

100 W/mm2 이상에서는 표면 용융이 확인됐다 (Figure S1, Supporting Information). 

합성된 HAp의 합성은 레이저 출력 도가 1,770 W/mm2 이상이고 loops (L) 가 75 

이상일 때 관찰되었다. HAp의 형성 량은 레이저의 출력과 loops를 이용하여 조

절 가능했다. 출력 (P) 을 5 W, 10 W 로 L를 75, 100으로 조절 했을 때 HAp의 표면 

형성 비율 (%)는 14.5 ± 9.4 % (P5-L75), 64.6 ± 5.1 % (P5-L100), 80.2 ± 6.0 % (P10-

L100), 98.2 ± 1.1 % (P10-L100) 였다 (Figure 21f and Figure S2, Supporting 

Information). P = 10 W 일 때는 L이 50에서도 HAp 형성이 관찰되었다 (Figure 22). 

레이저 공정으로 표면에 형성된 코팅 층을 thin-film X-ray diffraction (XRD) 분

석했을 때 Ca10(PO4)6(OH)2, 175 (JCPDS 09-0432) 가 검출되어 HAp 인 것을 확인했

다. 또한 표면에 형성된 코팅층을 긁어내서 분말 형태로 분석한 경우에도 역시 

HAp 상을 나타냈다 (Figure 22a and Figure S3, Supporting Information). P10-L50 과 

P10-L100 모두에서 칼슘과 인산의 비율은 EDS 분석에서 1.64 ± 0.04, 1.65 ± 0.07

을, inductively coupled plasma optical emission spectroscopic (ICP-OES) 분석에서 

1.6732 ± 0.0055, 1.6663 ± 0.0063를 각각 나타내어 HAp의 칼슘-인산 비율인 

1.67176과 유사한 것을 확인했다 (Figure 22b-d and Figure S2, Supporting 

Information). 흥미롭게도 레이저 조사 시 loop를 증가 시키면 형성된 HAp의 결정

도가 증가했다 (Figure S4, Supporting Information). 레이저를 이용한 HAp 코팅 공

정은 코팅뿐 아니라 선택적인 영역의 레이저 식각(ablation)을 이용한 문자 및 도

형 형상 패터닝 또한 가능했다 (Figure S5, Supporting Inform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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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21. (a) Schematic diagram of the hydroxyapatite coating layer formed by the 

laser-induced single-step coating (LISSC) process on titanium surface with modified 

apatite coating solution (MACS) and nanosecond laser. (b) SEM image of the cross-

section of hydroxyapatite (HAp) coated surface. (c) Schematic diagram of the 

hydroxyapatite nucleus and coating layer formation by laser radiation in MACS 

solution. (d) The optical image of the specimen surface-treated under various laser 

conditions and the 'laser beam path' used in laser processing. (e) SEM images of the 

coating layer with a controlled amount of hydroxyapatite formation under laser 

emission conditions. (f) Comparison of HAp formation area (%) according to laser 

emission conditions. 'P' and 'L' indicate power and loop, respectively. Data represent 

mean ± SD, ***, **** indicate statistically significant difference when value 

compared to each comparison group with *** P<0.001, **** P<0.0001. (Adv. Funct. 

Mater. 2020, 30, 2005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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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22. (a) Phase analysis of the surface coating layer using thin-film mode in 

XRD (P10-L50, P10-L100), and scraped off the surface coating layer (P10-L50-CL, 

P10-L100-CL). SEM images of P10-L50 condition (b), P10-L100 condition (c) 

surfaces which performed EDS (Energy Dispersive Spectrometry) elemental analysis. 

The calcium and phosphate ratios obtained from EDS elemental analysis (d). (Data 

represent mean ± SD, N.S. indicates that the comparison of each group is not 

significance) (Adv. Funct. Mater. 2020, 30, 2005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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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이저 공정으로 형성된 수산화아파타이트 코팅층의 두께와 성분을 분석했다. 

HAp를 구성하고 있는 주된 성분인 칼슘 (Ca), 인 (P) 177을 이용하여 HAp 코팅층

의 두께를 측정하였을 때 P10-L50, P10-L100 조건에서 20.3 ± 4.6 ㎛, 53.3 ± 11.5 

㎛를 나타냈다. 또한 레이저를 금속 표면에 조사했을 때 기공 구조 178-179 및 계곡 

형태의 표면을 형성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180-181 본 레이저 공정 역시 HAp 

합성뿐 아니라 기공 구조와 계곡 형태의 표면도 함께 형성 되었다 (Figure S6, S7, 

Supporting Information). 레이저 조사로 인한 모재층 용융과 HAp 합성이 동시에 

발생되어, 합성된 HAp가 용융된 모재에 침투되면서 기공 구조 및 계곡과 같은 

표면 구조도 함께 형성되는 본 레이저 공정의 특성으로, 사포로 표면을 긁어 내

는 다소 극한 상황에서도 HAp가 유지되었다 (Figure S8, Supporting Information). 

레이저 공정으로 형성된 HAp 층의 코팅 강도 측정결과 P10-L50, P10-L100 레이

저 조건에서 31.7 ± 3.1 N 과 47.2 ± 15.9 N 을 각각 나타냈다 (Figure 23h). 기존의 

HAp 코팅 방법들인 침지 코팅 0.002–2 N, 182-183 펄스 레이저 증착법 (pulsed laser 

deposition; 0.6–5.29 N), 184-185 플라즈마 스프레이법 (plasma-spray methods; 11.18 

N) 186 과 비교했을 때 본 연구의 레이저 공정으로 형성된 HAp 층의 코팅 강도가 

더 높았다. 이 결과는 현재 임상에서 사용되는 코팅 방법의 강도보다 높은 값이

다 (Table S3, Supporting Information). 

레이저 기반의 HAp 코팅 기법이 강한 코팅 강도를 형성하는 원리를 확인하기 

위해서 코팅층의 구조를 투과전자현미경을 이용해서 분석했다 (Figure 24a). 그 

결과 코팅은 크게 3개의 층으로 구성되어 있었다. (1) HAp 층; 코팅의 가장 위에 

위치하는 층으로 칼슘과 인산을 주 성분으로 하는 층, (2) Titanium 층; 층의 가장 

아래에 위치하는 층으로 티타늄을 주 성분으로 구성된 층 (Figure 24b), (3) HAp-

Ti용융혼재층; HAp 층과 titanium 층의 상이에 위치하며 HAp와 titanium 성분 구

성이 명확하게 구분되지 않고 서로 용융되어 섞여있는 층 (Figure 24c-e and Figure 

S9, Supporting Information). 위의 결과를 보았을 때 기존의 코팅과는 다르게 HAp

과 티타늄이 용융되어 섞여있는 층이 형성되기 때문에 본 코팅의 강도가 증가 했

을 것으로 추측된다. 레이저 조사로 HAp가 합성되는 원리를 파악하기 위해, 증

류수, DMEM, MACS 각 용액에 티타늄을 담지하고 레이저를 가하여 표면에 HA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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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성 유무를 확인했다 (Figures 25, 26 and Figure S10, Supporting Information). 티

타늄을 증류수에 담지하고 레이저를 방사했을 때에는 오직 레이저에 의한 열에

너지 영향으로 분화구 형태의 용융 흔적만 관찰될 뿐 칼슘과 인산 성분은 검출

되지 않았다 (Figures 25a, 26a and Figure S10a, Supporting Information). 티타늄을 

체액의 무기 이온 성분과 유사한 Dulbecco's modified eagle medium (DMEM) 용액

에 담지한 후 레이저를 조사했을 때에는 칼슘과 인산으로 구성된 석출물이 형성

되었다 (Figures 25b, 26b and Figure S10b, Supporting Information). 티타늄을 

MASC 용액에 담지하고 레이저를 조사했을 경우에는 칼슘과 인산 성분의 석출

물이 레이저 조사 부분뿐 아니라 그 주변을 모두 덮을 정도로 형성되었다 

(Figures 25c, 26c, and Figure S10c, Supporting Information). 이 결과로 보았을 때 

레이저 조사에 의한 HAp의 형성은 반응 용액에 칼슘과 인산은 포함하고 있을 때 

형성 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HAp의 형성 량이 레이저의 출력 (P)과 loop (L) 

증가에 따라 비례하여 증가했다 (Figure S2, Supporting Information). 이러한 현상

은 HAp를 수열합성 (hydrothermal synthesis) 방법으로 합성 시 가해준 열 에너지

에 증가에 따라 HAp 합성 양도 증가 한다는 보고가 있고, 187 Hanks' balanced salt 

solution, DMEM, and simulated body fluid 과 같은 체액 유사 무기이온 함유 용액

에 시편 침적 상황에서도 HAp 형성이 보고되었다. 188-189 칼슘과 인산이 포함된 

용액에서 HAp 합성도 활발하게 연구되었다. 190-192 코팅하고자 하는 재료를 칼슘

과 인산이 포함된 용액에 담지하여 HAp를 코팅 하는 방법은 2 – 10 ㎛ 두께의 코

팅층을 얻기 위해서 1–15 일이 필요했다. 193-194 HAp 형성 속도를 증가시키기 위

해서 용액의 무기 이온 농도를 증가 시키는 시도도 있었지만195 체액 대비 10배 

농도를 증가시켜도 HAp 형성에는 2 - 6시간이 필요했다. 196 기존의 연구들과는 

달리 본 공법은 레이저를 이용한 단일 공정으로, 20 - 30 ㎛ 두께의 HAp코팅층이 

형성에 단 15분이 소요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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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23. Cross-sectional SEM (top left) and EDX mapping images of HAp coating 

layer by laser irradiation condition. Ti (a), P10-L50 (b), P10-L100 (c) (Scale bar 100 

㎛). HAp coating thickness (d) with laser radiation conditions. Images of SEM (top 

left), EDX analysis of surface element after the scratch test at the beginning (e), 

middle (f), end (g) area of the scratch of P10-L100. The red arrow indicates HAp that 

remains on the surface after the scratch test (Scale bar 100 ㎛). HAp coating strength 

(h) with laser radiation conditions. Data represent mean ± SD, *, **** indicate 

statistically significant difference when value compared to each comparison group 

with * P<0.05, **** P<0.0001. (Adv. Funct. Mater. 2020, 30, 2005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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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24. (a) Schematic diagram of the sample preparation process for analyzing the 

structure of the coating layer. (b) BSE image of HAp coating layer cross-section. (red 

dotted line -TEM analysis area). (c) Schematic diagram of the element mapping 

results. (d) Cross-section electron microscopy images and elemental mapping 

analysis using TEM-HAADF. (e) Merged element mapping result. (Adv. Funct. 

Mater. 2020, 30, 2005233.) 

 

  



58 

 

 

 

 

Figure 25. Surface elemental mapping images using SEM, EDX after single-point 

laser irradiation by immersion solution type. Surface elemental mapping images of 

titanium immersed in distilled water (a), DMEM (b), and MACS (c) with fixed 

single-point laser irradiation. (Adv. Funct. Mater. 2020, 30, 2005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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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26. Optical and 3D images after single-point laser irradiation processing by 

immersion solution type. Surface optical and 3D images of titanium immersed in 

distilled water (a), DMEM (b), and MACS (c) with fixed single point laser 

irradiation. (Adv. Funct. Mater. 2020, 30, 2005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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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27. Schematic diagram of the laser-induced single-step coating (LISSC) 

induced hydroxyapatite synthesis, HAp-substrate mixed molten layer, and HAp 

coating layer formation process. In the figure, the green and red circle indicate ‘Ca2+’, 

and ‘PO4
3-’ ion respectively. (Adv. Funct. Mater. 2020, 30, 2005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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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28. (a) The schematic diagram for evaluating the cell adhesion on each 

surface. (b) Fluorescence microscopy images of osteoblasts attached to Ti, P10-L50, 

and P10-L100 surface. Nucleus (blue), F-actin (orange). (c) The number of 

osteoblasts attached to the unit area. (d) The amount of serum protein adsorbed in the 

unit area. Data represent mean ± SD, ***, **** indicate statistically significant 

difference when value compared to each comparison group with *** P<0.001, **** 

P<0.0001. (Adv. Funct. Mater. 2020, 30, 2005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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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S1. Composition of human body fluid and solutions used for apatite coating  

 

Abbreviation: human body fluid (HBP), simulated body fluid (SBF), Dulbecco's 
modified eagle medium (DMEM), modified apatite coating solution (MACS). (Adv. 
Funct. Mater. 2020, 30, 2005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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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S1. Surface morphology analysis using SEM after laser emitted to titanium 

with power in the range of 0 to 10 W. (Adv. Funct. Mater. 2020, 30, 2005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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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S2. Comparison of HAp formation area according to laser emission 

conditions. Specify the area where the HAp is covered by adjusting the threshold of 

the ImageJ program. HAp uncovered area (red), HAp covered area (yellow) (Adv. 

Funct. Mater. 2020, 30, 2005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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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S3. (a) Phase analysis of Ti, P10-L50, and P10-L100 surface using thin-film 

XRD. (b) Phase analysis of the scraped off surface coating layer (P10-L50-CL, P10-

L100-CL). Ti-6Al-4V (JCPDS file No. 04-002-8708), HAp (JCPDS file No. 09-

0432) (Adv. Funct. Mater. 2020, 30, 2005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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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S2. The ICP-OES (Inductively coupled plasma-optical emission spectrometry) 

analyzing the result of the HAp coating layer formed by the LISSC method. The 

results of the analysis are obtained by weight (wt) %, converted to atomic (at) %, and 

calculated by Ca/P ratio. All values are expressed as mean ± standard deviation, and 

values below the detection limit of the equipment are indicated as 'Not detected'. 

(Adv. Funct. Mater. 2020, 30, 2005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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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S4. SEM (a, d), TEM (b, e), and SEAD (c, f) (selected area diffraction) 

images of the HAp scraped from the surface on Ti specimen formed by the laser-

induced single-step coating (LISSC) process. P10-L50; (a), (b), (c) P10-L100; (d), 

(e), (f) (Adv. Funct. Mater. 2020, 30, 2005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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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S5. (a) Schematic diagram images of graphic implementation using HAp 

coating and laser direct writing process. (b) SEM images of various types of 

hydroxyapatite graphic implementation using HAp coating and laser direct writing 

process. (c-f) High magnification SEM image of the part that realizes the graphic of 

text and circular shape using laser radiation. 100 x (c, e), 500 x (d, f) (Adv. Funct. 

Mater. 2020, 30, 2005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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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S6. SEM image of changes in the microstructure of the titanium surface 

according to the laser emission conditions. The result of observing the surface after 

irradiating the laser by immersing titanium in H2O rather than MACS (modified 

apatite coating solution) to observe the surface microstructure change without HAp 

formation. (Adv. Funct. Mater. 2020, 30, 2005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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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S7. (a) A schematic diagram showing the manufacturing process of a 

specimen for surface observation. (b) SEM image of titanium surface without 

emitting laser. (c) SEM image of the surface of the titanium specimen after the 

titanium was immersed in H2O to observe the surface change due to laser radiation. 

(d) SEM image of the titanium surface was immersed in the MACS solution and then 

irradiated with a laser to observe changes in the surface under the condition of HAp 

formation. (e), (f), (g) A schematic representation of the topography of each 

specimen surface produced based on SEM images. (Adv. Funct. Mater. 2020, 30, 

2005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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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S8. Schematic diagram of the experiment to confirm the effect of surface 

topography formed by laser radiation on the increase of HAp coating durability. The 

result of observing the microstructure by SEM after polishing the surface coating 

layer using sandpaper. The topography of the valley-like structure formed by laser 

radiation confirms that apatite remains even when the surface is polished. (Adv. 

Funct. Mater. 2020, 30, 2005233.) 

 

 

  



72 

 

 

Table S3. Comparison of coating strength according to the coating method.  

(Adv. Funct. Mater. 2020, 30, 2005233.) 

 

 

  



73 

 

 

 

 

 

 

Figure S9. Cross-sectional TEM analysis image of the surface coating layer. 

Elemental mapping and merge image (bottom left) using HAADF. (Adv. Funct. 

Mater. 2020, 30, 2005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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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S10. Surface observation using SEM after single-point laser irradiation 

processing by immersion solution type. High magnification image of each point a to 

d. (a) Surface image of titanium immersed in distilled water and single-point laser 

irradiation. (b) Surface image of titanium immersed in DMEM and single-point laser 

irradiation. (c) Surface image of titanium immersed in MACS and single-point laser 

irradiation. (Adv. Funct. Mater. 2020, 30, 2005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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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S11. HAp coating result using the LISSC method of PEEK (polyether ether 

ketone) specimen. The optical photo (left side) and SEM images of the LISSC-

untreated (PEEK-Control) and the treated (PEEK-LISSC) specimen microstructure of 

the surface. (Adv. Funct. Mater. 2020, 30, 2005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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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S12. HAp coating result using the LISSC method of PCL (polycaprolactone) 

specimen. The optical photo (left side) and SEM images of the LISSC-untreated 

(PCL-Control) and the treated (PCL-LISSC) specimen microstructure of the surface. 

(Adv. Funct. Mater. 2020, 30, 2005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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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S13. The coating thickness of HAp layer formed on PEEK and PCL by the 

laser-induced single-step coating (LISSC) process. Each specimen was fabricated in 

cross-section to perform SEM and EDS analysis. The image obtained was measured 

for the coating layer thickness using an ImageJ program. Data represent mean ± SD, 

N.S. indicates statistically not a significant difference when value compared to each 

comparison group. (Adv. Funct. Mater. 2020, 30, 2005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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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S14. The HAp layer formed on PEEK by the laser-induced single-step 

coating (LISSC) process. (a) SEM images of cross-section PEEK specimen coated 

with HAp. (b) SEM (top left) and EDX element analysis of the PEEK-HAp interface. 

(Adv. Funct. Mater. 2020, 30, 2005233.) 

 

 

  



79 

 

 

 

 

Figure S15. The HAp layer formed on PCL by the laser-induced single-step coating 

(LISSC) process. (a) SEM images of cross-section PCL specimen coated with HAp. 

(b) SEM (top left) and EDX element analysis of the PCL-HAp interface. (Adv. Funct. 

Mater. 2020, 30, 2005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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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S16. (a) Image of Ti, P10-L50 boundary region for fluorescence intensity 

comparison with and without HA coating. (b) Surface bright field (BF), and 

fibronectin (green) fluorescence staining images according to coating conditions. (c) 

Titanium surface optical image implemented with various coating conditions for 

serum protein adhesion evaluation. (d) Surface bright field (BF), and vitronectin (red) 

fluorescence staining images according to coating conditions. Comparison results of 

fibronectin (e), and vitronectin (f) fluorescence intensity measured in each specimen. 

Data represent mean ± SD, ***, **** indicate statistically significant difference 

when value compared to the each comparison group with *** P<0.001, **** 

P<0.0001. (Adv. Funct. Mater. 2020, 30, 2005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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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S17. Analysis results of optical microscope and surface roughness of HAp 

coating layer formed by LISSC method. Optical microscope images (a), 3D images 

(b), and 3D-optical images (c) of the surface of titanium (Ti), P10-L50 (L50), and 

P10-L100 (L100) specimens. The results of surface roughness analysis each 

specimen Ra (d), Rz (e). Graphs show the mean, standard error, and raw values 

together and statistical significance determined using the Origin program (OriginLab 

Corporation) statistical analysis tool. A two-tailed Student’s t-test was used when 

only two groups were being compared. More than three groups were analyzed by 

one-way ANOVA with post hoc Tukey's honest significant difference (HSD) test. *, 

**, *** indicate statistically significant difference when directly compared to each 

respective group with * p<0.05, ** P<0.01, *** P<0.001. (Adv. Funct. Mater. 2020, 

30, 2005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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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S18. Analysis results of contact angle and water droplet shape change over 

time. Specimens of n = 5 or more were measured and expressed as mean ± standard 

deviation. When the contact angle cannot be measured because the surface is 

hydrophilic and exceeds the device's measurement limit, it is marked as “Not 

detected (N.D.)” and indicated by a red arrow that the time range of water droplets 

absorbed by the surface. (Adv. Funct. Mater. 2020, 30, 2005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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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S19. The results were measured by SEM and fluorescence microscopy after 

incubation for 24 hours after culturing osteoblasts in the HAp pattern of the text form 

implemented by the laser-induced single-step coating (LISSC) and laser direct 

writing process method. In cell culture, osteoblasts were selectively attached along 

with textual patterning. F-actin was stained (orange) with rhodamine-phalloidin, and 

the nucleus was stained (blue) with DAPI and measured using a fluorescence 

microscope. (Upper row: low magnification images, scale bar 500 ㎛. bottom row: 

high magnification images, scale bar 100 ㎛) (Adv. Funct. Mater. 2020, 30, 

2005233.) 
 

 

  



84 

 

 

 

 

Figure S20. Analysis of osteoblast behavior in the HAp coating layer implemented 

by The LISSC method. (a) Schematic diagram of the HAp, non-HAp interface 

fabrication using the LISSC method, and cell culture evaluation. (b) Structure 

diagram of HAp, non-HAp interface fabrication by LISSC technique, and the result 

of confirming the implemented microstructure by SEM. (c) Confocal microscopy 

images of the osteoblast (ATCC, MC3T3-E1) after culturing osteoblasts on the 

specimen surface for 24 hours, and staining the cells attached to the HAp and non-

HAp interfaces with DAPI (nucleus, blue) and rhodamine-phalloidin (actin, red). 

(Adv. Funct. Mater. 2020, 30, 2005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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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고 찰  

이상의 결과들을 통하여 레이저와 칼슘과 인을 포함한 반응 용액을 통해 단일 

공정 만으로 HAp 합성과 코팅이 발생되는 원리를 추론해 보았다. 레이저 이용하

여 본 공법 사용시 HAp의 형성이 촉진 되는 이유는 ‘레이저 조사에 의해 발생된 

열에너지’와 ‘고농도 무기 이온을 함유한 반응 용액’의 복합적인 효과로 추측된

다. 이러한 레이저 조사에 의한 HAp 합성 및 코팅의 과정을 모식도를 이용하여 

제시하였다 (Figure 27). 레이저를 이용한 HAp 코팅 공법은 polyetheretherketone, 

polycaprolactone과 같은 고분자 재료에도 적용이 가능했다 (Figure S11, S12, and 

S13, Supporting Information). 단면의 성분 분석에서도 칼슘과 인 성분이 단지 고

분자 재료의 표면뿐 아니라 모재 내부에서 검출되어 기존의 티타늄 모재를 사용

한 경우와 동일하게 HAp가 모재 내부에 침투되어 용융복합층을 형성했다는 것

을 확인할 수 있었다 (Figure S14 and S15, Supporting Information). 레이저를 이용

한 HAp 코팅 층의 골세포 및 혈청 단백질 부착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했다. 재료 

표면의 골세포의 부착 정도는 골 형성을 가능할 수 있는 중요한 척도 중 하나로 

알려져 있으므로197-198 본 공법을 적용한 HAp 표면에 골 세포 부착을 확인했을 

때 레이저를 이용한 HAp 코팅이 적용되지 않은 시편에 비해 골 세포의 부착 수

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증가가 관찰 되었다 (Figure 28a-c). 재료 표면에 혈청 단

백질의 부착 양 또한 골 형성을 추측할 수 있는 중요한 척도로 알려져 있고, 199-201 

혈청 단백질 중 fibronectin과 vitronectin 또한 골세포의 부착, 증식 및 골 형성 촉

진에 관여 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202-205 P10-L50과 P10-L100 조건으로 HAp 코

팅된 시편과 레이저 처리하지 않은 티타늄 시편을 비교했을 때 레이저 처리로 

HAp 형성된 표면에 더 많은 양의 혈청 단백질이 부착 되었으며, 부착 양은 HAp 

형성 두께가 두꺼워 질수록 증가하는 양상을 나타냈다 (Figure 28d and Figure 

S16, Supporting Information). 표면 조도 및 친수성 또한 레이저를 이용하여 HAp 

코팅된 표면에서 더 높은 값을 나타냈다 (Figure S17 and S18, Supporting 

Information). 또한 레이저로 HAp 표면에 문자, 도형 형태의 패터닝을 구현한 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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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에 골아세포를 24 시간 동안 배양했을 때, HAp가 코팅된 영역을 선호하여 부

착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Figure S5 and S19, S20, Supporting Inform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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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결론 

우리는 HAp의 합성과 코팅을 나노초 레이저를 이용해서 단일공정 만으로 구

현할 수 있는 기술을 개발했다. 이 기술은 기존의 HAp 합성과 코팅을 위해 여러

공정과 수일의 소요 시간이 필요했던 것을 단 하나의 공정 만으로 수분만에 구

현할 수 있는 기술이다. 레이저를 이용하여 HAp 합성과 모재의 용융이 함께 발

생되기 때문에, 합성된 HAp가 모재에 용융되어 침투되는 HAp-모재 용융혼합층

이 형성되는 것을 확인하였다. 코팅의 두께는 20.3 ± 4.6 ㎛ 부터 53.3 ± 11.5 ㎛로 

조절이 가능했다. 레이저로 형성된 HAp 코팅층은 31.7 - 47.2 N으로 의료용 임플

란트 적용에 충분한 코팅 강도를 나타냈다. 혈청 단백질 부착 양 및 부착된 골아

세포의 수 또한 레이저를 이용한 HAp 코팅층에서 촉진되는 것을 확인하였다. 본 

공법은 다양한 생체 식립용 재료 표면에 적용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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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V. 수산화아파타이트 마이크로패턴화가 골세포

의 활성에 미치는 영향  
 

1. 서 론 

인체 뼈의 무기질 성분인 칼슘과 인산으로 이루어진 hydroxyapatite (HA) 206-207

는 치과용 임플란트, 정형외과용 임플란트, 척추 고정용 cage 등 골과 직접적인 

결합이 필요한 재료의 표면에 적용되어 골과 결합력을 증가시키기 위한 목적으

로 가장 많이 사용되는 재료 중 하나이다. 38, 208-210 체내로 식립된 인공의 재료가 

뼈와 결합을 이루기 위해서는 혈청 단백질 부착, 면역 세포의 부착, stem cell 부

착, 골아세포로 분화, 골세포로 성장, 골 형성 등의 순서를 거치게 되는데, 211-212 

그 중 골 형성 세포가 재료 표면에 부착이 하는 표면을 구현하여 골 형성을 촉진

시키는 연구가 활발하게 진행되었다. 198, 213-214 특히 임플란트 재료로 가장 많이 

사용되는 티타늄의 경우에도 골과 결합 및 형성 능력이 자가 골에 비해서 부족

하여 HA를 코팅하여 골아세포의 부착 및 골 형성을 촉진시키는 방법이 활발하

게 연구되고, 215-216 임상에도 적용되어 사용되고 있다. 40, 217-219 최근에 와서야 골 

형성을 위해서는 세포의 ‘부착’ 뿐 아니라 골 형성 부위까지 세포가 도달할 수 있

도록 ‘이동’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 알려져 220-223 세포 이동을 조절할 수 있

는 표면을 구현하는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 224-226 특히 표면의 패턴을 이용하여 

세포의 이동을 조절하는 연구가 많이 진행 되었는데, 227-229 기존 연구들은 대부

분 상대적으로 가공이 용이한 고분자 재료를 사용했거나, 230-231 HA를 사용했다

고 하더라도 패턴이 있는 틀에 HA 분말을 넣어 같은 형태로 찍어낸 후 열처리를 

해서 패턴을 재조하는 식의 복잡한 추가 공정이, 232-233 그마저도 세포의 형태나 

증식에 대한 연구에 불구하여 234-235 실제 골 세포가 직접 접하고 골을 형성하는 

HA 표면에서 골 형성 세포의 이동을 조절할 수 있는 표면을 구현한 연구는 극히 

부족한 상태였다. 본 연구에서 복잡한 여러 단계의 추가 공정 필요없이 나노초 

레이저 가공 만으로 HA 표면에 세포의 이동을 조절할 수 있는 ‘Cell Mgr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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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ghway (CMH)’ 패턴 형성 공법을 개발하였다. 이 공법은 기존 아파타이트의 장

점을 유지하면서도 세포 이동을 촉진 및 조절 할 수 있으며, 기존의 아파타이트

가 사용된 모든 곳에 적용이 가능한 기술이다. 전자 현미경, 3차원 topograpy 분

석 등을 통하여 CMH의 구현 및 미세 구조를 확인하고 골 형성 세포를 이용하여 

CMH가 세포의 이동 및 부착을 조절할 수 있는지 확인했다. 또한 혈청 단백질 부

착, live cell 이미지, cell tracking, 수치화 분석 등을 이용하여 CMH가 세포 거동을 

조절할 수 있는 원리를 함께 제시하고자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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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실험 방법 

2-1. 세포 이동 고속도로 cell migraion highway (CMH)의 구현 

세포이동고속도로를 구현하기 위해서 티타늄 (grade 5, Ti-6Al-4V, 두께 2.5 mm, 

폭 10 mm, 길이 10 mm) 시편을 준비하여 #600 grit의 사포와 연마 장비 (M-Prep 

5, Allied) 를 이용하여 표면 연마를 진행했다. 이어서 초음파 세척기를 이용하고 

증류수, 70 % EtOH (Duksan), 99.8 % EtOH (Duksan), 증류수 (Pure power I, Human 

corporation)의 순서로 각 10 분간 지속하여 세척했다. 표면 연마와 세척이 완료된 

시편은 실험 전까지 건조기에 보관했다. 수산화아파타이트 (HA) 코팅을 위해서 

나노초 레이저 (nanosecond laser, ytterbium fiber laser, 1065nm, Laservall)를 사용

했다. Dulbecco's modified eagle medium (DMEM, Welgene), Ca(NO3)2 (C4955, 

Sigma-Aldrich), H3PO4 (P5811, Sigma-Aldrich) 성분으로 구성된 반응 용액을 준비

하고 코팅하고자 하는 시편을 용액에 침적한 후 나노초 레이저를 표면에 조사했

다. HA 코팅에 사용한 레이저 조건 및 반응 용액의 조성, 농도 등 상세한 조건은 

모두 선행연구인 레이저 기반은 단일공정 수산화아파타이트 코팅 기법 (LISSC) 

236에 맞춰서 진행하였다. 대략적으로 설명하면, HA 코팅 시 레이저 조건은 출력 

10 W, pulse duration 200 ns, repetition rate 500 kHz, scan speed of 0.5 m/s로 진행했

다. 모든 레이저 공정 시 레이저 빔의 조사 전 출력을 power meter (Nova II, Ophir)

로 측정한 후 실험을 진행했다. 레이저 조사의 반복 수인 loop를 50, 100으로 조

절하여 HA를 코팅한 시편을 HA1, HA2 라고 각각 명명하였다.   

2-2. 세포 이동 고속도로 (CMH)의 구현 

CMH의 구현을 위해서 HA를 코팅한 시편은 증류수에 담지하고 10 W power, 

100 mm/s speed, 1000 kHz frequency, 200 ns pulse width, 10 μm line gap, 10 loops의 

조건으로 레이저를 조사했다. 이어서 레이저 가공된 시편을 증류수, 70 % EtOH, 

99.8 % EtOH, 증류수의 순서로 각 10 분간 초음파 세척한 후 실험 전까지 건조기

에 보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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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구현된 CMH의 표면 형상 및 미세구조 분석 

레이저 가공으로 CMH가 구현된 시편의 미세 구조를 scanning electron 

microscope SEM (Inspect F50, FEI)로 관찰했다. 전자 현미경 분석을 위해 시편의 

표면은 platinum 코팅기 (MC1000, Hitachi)를 이용하여 15 mA 으로 60 초간 코팅

하여 사용했다. CMH 구현된 표면의 형상 및 광학적 이미지 분석은 3D 

microscope (LSM-5000, Olympus)을 사용하고 표면조도는 3D 현미경으로 얻은 이

미지를 표면 분석 프로그램 (AnalysisApp, Olympus)으로 수치화여 분석하였다.  

통계적인 유의성 분석을 위해 표면 처리된 조건에 따라 각 10 개 이상의 시편을 

측정하고, 평균, 표준편차 및 실측 값도 함께 제시했다. 

2-4. 골아세포의 부착, 이동 및 수치적 유의성 분석 

세포 실험을 위해서 마우스 유래의 골아세포 (MC3TC-E1, ATCC)를 사용했다. 

모든 세포는 사용 전까지 -196 ℃ 액체 질소에 보관하였다가 실험 시 37 ℃의 항

온수조에서 해동시켜 사용했다. 해동된 세포 배양 접시 (100 mm x 20 mm, 

Corning)에 분주하고 24 시간 동안 배양기 (Thermo Fisher Scientific Forma)에서 

안정화시켰다. 세포의 부착 및 이동 분석을 위해서 세포 배양액 (alpha-MEM, 

Hyclone), 10 v/v % fetal bovine serum (Hyclone), 1 % antibiotic (Penicillin-

Streptomycin, Thermo Fisher Scientific)을 제조하여 사용했다. 평가 하고자 하는 

각 시편을 24 well plate (Corning)에 위치시키고, 1 mL 부피에 5 x 105 개의 세포가 

포함되도록 준비하여 시편이 담지될 수 있도록 분취했다. 37 ℃, 5 % CO2 그리고 

95 % 습도 환경에서 24 시간 동안 배양하고 phosphate buffer saline (PBS, pH 7.4, 

Gipco)으로 3번 수세하여 미부착 세포 및 세포 배양액을 제거한 후 4 % 

paraformaldehyde (4 % paraformaldehyde in PBS) 용액으로 세포를 고정시켰다.  이

후 세포질과 핵을 rhodamine-phalloidin (R415, Invitrogen), DAPI (LS-J1033, 

Vectashield)로 각각 염색하고 형광 현미경 (Axioscope imager A2M, Zeiss)을 이용

하여 관측하였다. 형광 현미경으로 얻은 세포 이미지에서 세포 핵 (청색)의 위치 

X, Y 값을 ImageJ program을 이용해서 얻었다. 모든 시료에서 수집된 세포의 위

치 값은 Excel program (Microsoft)을 이용하여 정리 후 Origin program (Origin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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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riginLab Corporation)을 이용하여 통계적 유의성 검정을 진행했다 (Figure S22). 

각 시편 표면에 부착된 세포의 상대적인 도 (relative cell density)는 위와 동일

한 방법으로 각 세포의 X, Y 위치 정보를 얻은 후 단위 면적당 세포의 수를 계산

하고 그래프로 나타냈다. 또한 시료의 위치에 따른 세포들의 상대적 도 값의 

통계적 유의성 분석 값도 함께 제시했다.  

2-5. 실시간 세포 거동 분석 

세포의 거동을 실시간으로 분석하기 위해서 형광 현미경의 빛 투과가 가능한 

cover glass (두께 0.13 mm, 지름 25 mm, borosilicate glass, Marienfeld)를 준비했다. 

레이저를 이용한 HA 코팅 기법을 이용하여 cover glass에 HA를 코팅 및 CMH 를 

구현했다. 레이저 가공 시 표면에 형성된 여분의 HA 분말을 제거하기 위해 시편

을 70 % EtOH (Duksan), 99.8 % EtOH (Duksan), 증류수 (Pure power I, Human 

Corporation)에 담지하여 초음파로 10 분씩 세척했다. 표면 처리가 완료된 시편은 

6 well plate (Corning)에 위치시키고 5 x 104 cells/well 의 수가 되도록 세포를 분취

했다. 37 °C, 5 % CO2, 95 %의 습도 환경에서 10 분간 안정화를 시킨 후 24 시간동

안 배양하면서 5 분 간격으로 총 288 장의 세포의 거동을 live cell microscope 

(Zeiss Axio Observer Z1)를 이용해서 촬영했다. 촬영된 미지의 모든 세포의 X (x-

축 위치), Y (y-축 위치), Z (측정 시간)를 세포 추적 프로그램 (CelTracker) 237을 이

용해서 측정했다. 측정된 수치를 Excel program으로 정리한 후 Origin software 

(Origin 2.0, OriginLab Corporation)를 이용하여 그래프화 시키고 통계적 분석을 

진행했다.  

2.6. CMH 표면에서 혈청 단백질 부착 양상 분석 

CMH 표면의 혈청 단백질 부착 양상을 분석하기 위해서 단백질 용액을 제조했

다. 세포 배양 배지 (Alpha-MEM, Hyclone)에 쥐 혈청 (# 10410, Invitrogen)을 10 

v/v % 농도가 되도록 제조한 후 6 well plate (Corning)에 평가하고자 하는 시편을 

위치시키고 3 mL/well 용액을 분주하여 시편이 단백질 용액에 담지 되도록 했다. 

37 °C, 5 % CO2, 95 % 습도 환경에서 1 시간 동안 유지하여 단백질이 부착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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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도록 한 후 PBS 용액으로 3번 수세하여 미부착 단백질 및 단백질 용액을 제거 

했다. Fibronectin의 염색은 fibronectin antibody (ab2413, Abcam)를 vitronectin의 

염색은 vitronectin antibody (ab45139, Abcam)를 사용했으며 형광 현미경

(Axioscope imager A2M, Zeiss)으로 측정했다. 측정된 위치에 따른 상대적인 형광 

밝기는 ImageJ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얻었다. 혈청 단백질 부착 양 분석은 위와 

동일한 방법으로 단백질 부착 후 RIPA buffer (#89900, Thermo)를 각 시편 표면에 

가하고 4 ℃에서 10 분간 유지시켜 표면에 부착되었던 단백질 시료를 얻어 사용

했다. 각 시편의 단백질 농도는 micro-BCA (# 23235, Thermo)를 이용하여 562 nm 

파장의 흡광도기 (GloMax GM3000, Promega)로 측정했다.    

2-7. 통계적 유의성 검정 

통계적 유의성 검정을 위해 Origin program (Origin 2.0, OriginLab Corporation)을 

사용했다. 그룹간의 통계적 유의성 검정은 ANOVA analysis을 사용하고 Tukey 

사후 분석을 진행했다. 모든 데이터는 평균값과 실측값을 함께 나타냈으며 *, **, 

*** 는 * P<0.05, ** P<0.01, *** P<0.001을 각각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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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실험 결과 

나노초 레이저를 이용하여 HA 표면에 세포의 이동을 촉진 할 수 있는 이동 통

로를 형성시켰다 (Fig. 29a). 통로 형성은 재료 표면에 레이저를 조사 하여 패턴을 

형성하는 laser engraving 방법을 사용했다. 본 연구에서는 HA 표면 뿐 아니라 HA 

코팅이 없는 티타늄 표면에도 동일한 레이저 조건으로 engraving을 가하여, 세포 

이동 특성이 발생하는 원인이 단지 레이저 가공에 의한 topography의 역할인지, 

아니면 HA에 topography가 함께 구현되어야 세포 이동 통로의 기능을 할 수 있

는 것인지도 확인하고자 했다. 또한 laser engraving 시 폭을 조절하여 이동 통로

의 폭이 세포 거동에 미치는 영향도 함께 확인하고자 했다 (Fig. 29b, d). 각 시편

에 laser engraving 처리 후 표면을 주사전자현미경 (SEM), 광학 현미경 및 3D 현

미경으로 관측해 보았을 때, 티타늄과 HA 표면 모두에 도로 형태가 잘 형성 되

고 폭도 조절되어 구현 된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Fig. 29c, e). 설명시 구분이 용

이하도록 HA 코팅이 없는 티타늄 (Ti) 표면에 도로 형태를 구현한 것을 ‘laser 

engraving’으로, HA 표면에 도로 형태를 구현한 것을 ‘cell migration highway 

(CMH)’로 명명 하였다. 

HA 표면이 골 세포의 이동을 얼마나 저해하는지 확인하기 위한 세포 이동 분

석을 진행했다. 티타늄과 HA 시편을 준비하고, 이때 HA 시편은 HA 코팅 두께가 

서로 다른 시편 (HA1: HA thickness; 16.8 ± 7.3 ㎛, HA2: HA thickness; 47.5 ± 

12.7 ㎛)을 사용하여 세포 이동에 HA 유무뿐 아니라 HA 두께의 영향도 함께 확

인하고자 했다. 각 시료 표면에 골아세포를 분주하고 24시간 동안 배양하여 이

동 양상을 비교했다 (Fig. 30a). 세포질을 형광 염색 (orange) 하여 2D 이미지와 3D 

형광 세기를 비교했을 때, 티타늄 표면의 골아세포가 가장 넒은 면적으로 이동

했고 HA1과 HA2는 이보다 좁은 거리를 이동했다 (Fig. 30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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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29. Cell migration highway (CMH) implementation and microstructure 

analysis using nanosecond laser. (a) Schematic diagram of CMH implementation on 

the surface of hydroxyapatite using nanosecond laser. (b) Schematic diagram of laser 

engraving treatment on titanium surface. (c) Surface microstructure of laser engraved 

titanium surface using SEM, optical and 3D microscopes. (d) Schematic diagram of 

cell migration highway formation on the hydroxyapatite through laser engraving. (e) 

Surface microstructure of laser engraved hydroxyapatite surface using SEM, optical 

and 3D microscopes. (Bioact. Mater. 2021, 6. 10: 3608-3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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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30. Analysis of migration characteristics of bone cells depending on the 

thickness and presence of hydroxyapatite coating. (a) Schematic diagram of cell 

migration characteristics with (HA1, HA2) or without a hydroxyapatite coating (Ti) 

and depends on the hydroxyapatite coating's thickness (HA1, hydroxyapatite coating 

thickness; 16.8 ± 7.3 ㎛), (HA2, hydroxyapatite coating thickness; 47.5 ± 12.7 ㎛). (b) 

After migrating osteoblasts from each surface for 24 hours, the cytoplasm was stained 

with fluorescence (Rodamine Phalloidin, Orange) and imaging with a microscope. The 

fluorescence intensity was compared by implementing three-dimensional fluorescence 

images. Numerical comparative analysis of fluorescence intensity according to the 

distance traveled when osteoblasts were cultured on each surface [(c) Ti (d), HA1 (e), 

HA2] for 24 hours. (f) Analysis of statistical significance of cell migration distance 

(Data represent raw data and mean. *** indicate statistically significant difference 

when value compared to each comparison group with *** P<0.001). (Bioact. Mater. 

2021, 6. 10: 3608-3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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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포 이동 출발 위치에서부터 이동 거리에 따른 세포질 형광 세기 분포 분석에

서도 티타늄 표면의 세포는 약 2500 ㎛ 거리까지 점진적으로 형광 세기가 감소

하는 것 (Fig. 30c)과 달리 HA1와 HA2는 약 1300 ㎛ 부근부터 급격하게 형광이 

감소하는 양상을 나타냈다 (Fig. 30d, e). 또한 티타늄 표면보다 HA1, HA2 표면에

서 세포 이동이 저해되는 현상은 세포 이동 거리의 통계적 유의성 분석에서도 동

일하게 관측 되었다 (Fig. 30f). 

CMH 유무에 따른 세포 부착 위치와 수를 비교하여 CMH가 세포 부착에 미치

는 영향을 확인했다. 티타늄 표면에 laser engraving 된 시편과 HA 표면에 CMH가 

형성된 시편에 세포를 도포하고 24시간 동안 배양 한 후 세포 부착 양상을 비교 

(Fig. 31a) 했다. 세포의 핵 (DAPI, blue)과 세포질 (Actin, red)을 형광 염색하여 표

면에 부착된 세포들을 관찰한 결과, 티타늄 표면에서는 laser engraving 된 영역의 

유무와 engraving 폭의 조절에도 골아세포 부착에 차이가 없는 반면 (Fig. 31b), 

CMH가 구현된 표면에서는 CMH 보다 HA 영역에 더 많은 세포가 부착되어 있

었다 (Fig. 31c). Laser engraving 된 영역에 부착된 세포 (yellow dot)와 laser 처리

하지 않은 영역 에 부착 된 세포 (grey dot) 를 분포도로 나타내고 (Fig 31d), 단위 

면적당 부착된 세포 수를 비교했을 때 두 영역간 부착된 세포 수의 차이가 없었

다 (Fig 31e). 이와는 다르게 HA의 경우 CMH 영역에 부착된 세포 (yellow dot)의 

분포 및 도가 HA 영역에 부착된 세포 (gray dot)보다 통계 적으로 유의미한 감

소를 나타냈다 (Fig. 31f, g). 티타늄의 경우 relative cell density를 mapping 하여 

(Fig. 31h) laser engraving 된 영역 (inside of yellow dot line)과 engraving 하지 않은 

영역 (out side of yellow dot line)을 비교 하고, laser engraving 된 영역 (red box)에

서 거리에 따른 세포 도를 수치적으로 측정해 보아도 차이를 발견할 수 없었

다 (Fig. 31i). 반면 HA 표면에서는 relative cell density mapping에서도 CMH 영역

에 부착된 세포와 (inside of yellow dot line) CMH 가 없는 표면의 세포의 (out side 

of yellow dot line) 도 차이가 확연하게 관측되었고 (Fig. 31j), 또한 CMH 부터 

거리에 따른 세포 도 분석에서도 CMH 영역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부착된 세

포 수의 도 감소를 나타냈다 (Fig. 31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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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MH 유무에 따른 세포 이동 분석을 통해 CMH가 세포 이동에 미치는 영향을 확

인하고자 했다. 세포 분주 시 평가 하고자 하는 영역을 masking 하여 세포 부착에 

대한 영향이 아닌 오로지 세포 이동에 미치는 영향만을 확인 하고자 했다 (Fig. 

32a). 폭을 달리하여 laser engraving을 가한 티타늄에서 골아세포의 이동 특성을 

확인했다. 형광 염색법 (세포핵; blue, 세포질; red)을 이용해서 관찰한 결과 티타

늄 표면에서는 laser engraving 유무에 따른 세포 이동의 차이가 관찰되지 않았다 

(Fig. 32b). Laser engraving 된 영역에 이동한 세포 (yellow dot)와 laser engraving 되

지 않은 영역에 이동한 세포 (gray dot)의 분포 (Fig. 32d)와 migration speed의 통계

적 유의성 검정에서도 laser engraving 영역과 engraving 하지 않은 영역의 세포 이

동 속도가 286 ± 97 ㎛/day와 304 ± 99 ㎛/day로 티타늄 표면에서는 engraving 유

무에 따른 세포 이동의 차이가 관찰되지 않았다 (Fig. 32e). 반면 HA 표면의 CMH

에서는 형광 현미경을 통한 세포 관찰에서도 CMH 영역의 세포들이 더 먼 거리

까지 이동한 것이 관찰 되었고 (Fig. 32c), 세포 이동 속도 분석에서도 CMH가 없

는 영역의 세포 이동 속도가 203 ± 56 ㎛/day인 것에 비해 CMH영역에서 327 ± 91 

㎛/day로 평균값 기준으로는 1.6배 최대값 기준으로는 약 3.2 배까지 세포 이동 

속도 증가가 관측되었다 (Fig. 32g). Relative cell density를 비교해 보면 티타늄 표

면에서는 laser engraging이 가해진 곳과 가해지지 않은 곳의 세포의 집에 차이

가 없었지만 (Fig. 32h), CMH 표면에서는 CMH 영역에 세포가 집 되어 있었다 

(Fig. 32j). 흥미롭게도 CMH의 세포가 집된 영역을 조금 더 자세하게 관찰해 보

면 CMH의 가장자리 영역인 HA와 CMH의 경계 부 영역에 세포가 가장 집중된 

것이 관찰되었다 (Fig. 32j). 이러한 laser engraving 및 CMH 유무에 따른 세포의 

집 특성은 통계적 유의성 분석에서도 동일하게 나타났다 (Fig. 32i, k). 

 티타늄 표면에 laser engraving과 HA 표면에 CMH는 폭을 조절한 경우에도 서

로 다른 세포 거동을 나타냈다. 티타늄 표면에 laser engraving 폭 (width)을 76 ± 

4 ㎛ (wd1), 144 ± 3 ㎛ (wd2), 248 ± 4 ㎛ (wd3)로 조절했을 때는 세포 이동 속도

는 각각 277 ± 97 ㎛/day, 304 ± 99 ㎛/day, 290 ± 105 ㎛/day로 282 ± 96 ㎛/d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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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31. Analysis of the adhesion characteristics of bone cells on the cell migration 

highway. (a) Schematic diagram to analyze osteoblasts adhesion characteristics on the 

surface of hydroxyapatite formed the cell migration highway pattern. (b) Different 

widths were formed by laser engraving on the titanium surface not coated with 

hydroxyapatite, and osteoblasts were cultured for 24 hours to measure adhesion 

characteristics with a fluorescence microscope [BF; bright field image, DAPI; cell 

nucleus (blue), Actin; cytoplasm (red)]. (c) An image obtained by measuring 

osteoblasts adhesion under a fluorescence microscope after forming cell migration 

highways with different widths on the surface of hydroxyapatite. (d) Laser-engraved 

area and cell attachment location (yellow dot) in titanium without hydroxyapatite 

coating. Location and distribution of cells attached to the non-laser engraving area 

(gray dot). (e) Analysis of statistically significance of attachment number, (h) relative 

cell density map, and (i) numerical analysis graph of relative cell density. (f) Adhesion 

distribution of osteoblasts on the surface of the cell migration highway formed by las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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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ngraving on the surface of hydroxyapatite. (g) Analysis of statistically significance of 

attachment number, (j) relative cell density map, and (k) numerical analysis graph of 

relative cell density. (Data represent raw data, mean and standard deviation. N.S. 

indicate not statistically significant., *, *** indicate statistically significant difference 

when value compared to each comparison group with * P<0.05, *** P<0.0001) (Bioact. 

Mater. 2021, 6. 10: 3608-3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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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레이저 engraving 하지 않은 곳과의 비교뿐 아니라 engraving 폭에 조절에도 

세포 이동 속도에 차이가 없었다 (Fig. S26 b, f, j). 반면, HA에 형성 시킨 CMH에

서는 폭을89 ± 6 ㎛ (wd1), 175 ± 9 ㎛ (wd2), 241 ± 16 ㎛ (wd3) 조절했을 때 이

동 속도가 각각 256 ± 84 ㎛/day, 323 ± 88 ㎛/day, 260 ± 85 ㎛/day로 CMH가 없

는 곳의 202±49 ㎛/day에 비해서 모든 CMH에서 세포 이동 속도가 빨라졌으며, 

CMH의 폭에 조절 만으로도 서로 유의미한 세포 이동 속도 차이를 나타냈다 (Fig. 

S26 d, h, l).  

CMH의 세포의 부착 및 이동 속도 특성이 발행하는 원인을 파악하기 위해 live 

cell 현미경을 이용하여 HA 영역 (Fig. 33a), CMH 영역 (Fig. 33h), HA와 CMH의 

계면 영역 (Fig. 33e)에서 세포의 거동을 분석했다 (Fig. S27 and S28). 24 시간동

안 5 분 간격으로 세포의 움직임을 추적했을 때, HA 영역의 세포들은 상대적으

로 좁은 영역에서만 이동하는 특징을 나타냈고 (Fig. 33b), CMH 영역의 세포들

은 상대적으로 가장 넓은 영역을 이동하는 경향을 보였다 (Fig. 33i). HA와 CMH

의 계면 영역에서는 HA 영역과 CMH 영역 세포들의 특성이 혼재하는 듯한 양상

을 나타냈다 (Fig. 33f). 세포의 이동 방향성 분석에서는 (Fig. S29) HA와 CMH 영

역의 세포들은 특정 방향으로 향하려는 양상은 나타나지 않았지만 (Fig. 33c, j), 

흥미롭게도 HA와 CMH의 계면 영역에서는 HA 영역 쪽으로 이동 하려는 경향이 

관측되었다 (Fig. 33g). 세포 velocity를 비교 해보면, HA 영역에서 가장 느리고 

CMH 영역이 가장 빠르게 이동 하는 특징을 보였으며, interface 영역은 HA와 

CMH 영역의 특징이 혼재하는 양상을 나타냈다 (Fig. 33d, k).   

CMH에서 세포의 부착 및 이동 특성이 발생하는 원리를 파악하기 위해 혈청 

단백질 부착 특성 분석을 진행했다. 혈청 단백질은 임플란트 재료가 체내에 식

립 되었을 때 혈액과 함께 가장 먼저 재료 표면에 접촉되며, 238 부착되는 혈청 단

백질의 양과 종류가 골 형성 세포의 부착 및 분화, 골 형성에도 영향을 미치는 것

으로 알려져 있다. 239-2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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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32. Analysis of migration characteristics of bone cells on the cell migration 

highway. (a) A schematic diagram of analyzing the migration characteristics of 

osteoblasts on the hydroxyapatite surface formed the cell migration highway pattern. 

(b) Laser engraving on the titanium surface without hydroxyapatite coating to have a 

different width, and incubating osteoblasts for 24 hours to determine migration 

characteristics by fluorescence microscopy [BF; bright field image, DAPI; cell nucleus 

(blue), Actin; cytoplasm (red)]. (c) A schematic diagram and images of observing 

migration by fluorescence microscopy by culturing osteoblasts 24 hours after forming 

cell migration highways with different widths using laser engraving on the surface of 

hydroxyapatite. (d) Cell distribution on the surface of titanium without hydroxyapatite 

coating [Position of cells migrated to the laser-engraved area (yellow dot), cells 

migrated to the non-laser-engraved area (gray dot)]. Results of statistical significa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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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alysis of migration speed (e), relative cell density map (h), and numerical analysis 

graph of relative cell density (i). Cell distribution on the cell migration highway of 

hydroxyapatite (f) [Position of cells migrated to the cell migration highway area 

(yellow dot), cells migrated to the non-cell migration highway area (gray dot)]. Results 

of statistical significance analysis of cell migration speed (g), mapping image of 

relative cell density (j), and statistical significance analysis of relative cell density (k). 

(Data represent raw data, mean and standard deviation. N.S. indicate not statistically 

significant., *, *** indicate statistically significant difference when value compared to 

each comparison group with * P<0.05, *** P<0.0001) (Bioact. Mater. 2021, 6. 10: 

3608-3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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혈청 단백질이 상대적으로 많이 부착하는 재료, 혈청 단백질 중 특히 fibronectin 

(FN) 241-242과 vitronectin (VN) 243-244이 골아세포의 focal adhesion 형성을 촉진하

여 골아세포의 부착, 증식, 분화 및 골 형성을 촉진 시키는 것으로 보고되어 있

다. 245-248  

CMH와 그 주변에 부착된 FN, VN을 면역 염색 법을 통해 형광 현미경으로 관

측해 보았다 (Fig. 34a). 그 결과 CMH 영역보다 CMH의 주변에 위치한 HA 영역

에 FN, VN이 더 많은 양이 부착 된 것을 확인 되었다 (Fig. 34 b, d, e). 혈청 단백질

의 부착량 역시 CMH영역 보다는 HA 영역에 많았으며, HA 두께에 따라 비례하

여 증가하는 특징을 보였다 (Fig. 34c).  

위의 결과들로 미루어 보았을 때, CMH 영역에는 HA 영역에 비해 FN, VN을 

포함한 혈청 단백질의 부착량이 적어서 골아세포의 부착은 상대적으로 저하되

고 세포 이동 속도는 촉진 되었을 것으로 추측된다. HA 양에 비례하여 혈청 단백

질 부착량이 증가 했으므로, 실제로 CMH 주변에 HA 양을 변화 시켜 세포의 거

동을 관찰해 보면, HA 양이 상대적으로 많은 영역 부근에 세포가 많이 모이는 것

이 확인 되었다 (Fig. S30).   

CMH 폭이 서로 다른 시편을 제조하여 CMH 폭에 따른 세포의 부착 및 이동 영

향 관계를 확인했다.  HA가 코팅된 표면에 레이저 조사를 통해 서로 폭이 다른 

CMH 패턴을 구현했다. 이때 CMH 의 세포 거동 조절 효과가 HA 표면에 CMH를 

구현하기 때문인지, 레이저 패터닝의 영향인지 구별하기 위해서 HA가 없는 티

타늄 표면에도 HA와 동일한 조건의 레이저를 조사하여 패턴을 구현한 후 실험

에 사용했다 (Fig. 35a). 레이저 패턴닝의 폭을 WD1 - WD3로 변화시켰을 때 HA

가 없는 티타늄에서는 폭의 변화 뿐 아니라 레이저를 가하지 않은 곳과도 세포 

부착에 차이가 없었다 (Fig. 35b). 이와는 달리 HA 표면에 구현된 CMH에서는 

CMH 유무뿐 아니라 CMH 폭에 따라서도 세포의 부착 수가 변화 되었다 (Fig. 

35c). 

  



105 

 

Figure 33. Analysis of cell behavior in cell migration highway using live-cell 

observation and cell tracking. The behavior of osteoblasts in the hydroxyapatite coating 

area (a), the boundary area between the hydroxyapatite coating and the cell migration 

highway (e), and the cell migration highway area (h) for 24 hours was observed 

through a live cell microscope, and the migration path was indicated. The result of 

tracking and analyzing the paths the cells traveled in the x- and y-axis in the 

hydroxyapatite coating area (b), the boundary area between the hydroxyapatite coating 

and the cell migration highway (f), and the cell migration highway area (i). The 

migration angle distribution of the cell migration direction characteristics on each 

surface [Hydroxyapatite coating area (c), boundary area between hydroxyapatite 

coating and cell migration highway (g), cell migration highway area (j)]. The velocity 

characteristics of the x-axis (d) and y-axis (k) of cell migration on each surface using 

a statistical significance method (Data represent raw data and mean. *, **, *** indicate 

statistically significant difference when value compared to each comparison group with 

* P<0.05, ** P<0.01,  *** P<0.0001). (Bioact. Mater. 2021, 6. 10: 3608-3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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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34. Analysis of the causes of cell adhesion and migration characteristics on the 

cell migration highway. (a) Schematic diagram of the experimental procedure to 

analyze serum proteins adhesion properties on the cell migration highway. (b) The 

microstructure of the analysis site (cell migration highway region and hydroxyapatite 

region) to confirm the adhesion properties of serum proteins. Measurement image of 

the attached protein using a fluorescence microscope [fibronectin (green), vitronectin 

(red)]. (c) Comparing the total amount of serum proteins attached to the cell migration 

highway (CMH) region and the hydroxyapatite region (HA1, HA2). The statistical 

significance of the fluorescence intensities of fibronectin (d) and vitronectin (e) 

attached to the hydroxyapatite-coated area and the CMH area. (Data represent raw data 

and mean. *** indicate statistically significant difference when value compared to each 

comparison group with *** P<0.0001) (Bioact. Mater. 2021, 6. 10: 3608-3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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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MH 폭에 따른 세포 이동에 미치는 영향도 확인했다. HA가 없는 티타늄 표

면의 경우 레이저 패터닝 유무 및 패터닝 폭에 상관없이 세포의 이동 속도에 차

이가 없었다. HA 표면에 구현된 CMH의 경우 CMH 유무에 따른 차이뿐 아니라 

패터닝 폭에 따라서도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이동 속도 차이를 나타냈다 (Fig. 

35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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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35. Statistical significance analysis of the cell adhesion and migration effect 

according to laser engraving width. Numerical analysis of osteoblast adhesion 

properties (b), (c) and migration (d), (e) according to laser engraving width control on 

titanium specimens without a coating layer of hydroxyapatite (Ti) and specimens 

coated with hydroxyapatite (HA). (Ti: Cont; area without laser treatment, wd1; 

engraving width; 76 ± 4 ㎛, wd2; engraving width; 144 ± 3 ㎛, wd3; engraving width; 

248 ± 4 ㎛), (HA: Cont; area without laser treatment, wd1; engraving width; 89 ± 6 ㎛, 

wd2; engraving width; 175 ± 9 ㎛, wd3; engraving width; 241 ± 16 ㎛). (Data represent 

raw data, mean and standard deviation. N.S. indicate not statistically significant., **, 

*** indicate statistically significant difference when value compared to each 

comparison group with ** P<0.01, *** P<0.001) (Bioact. Mater. 2021, 6. 10: 3608-

3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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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S21. Microstructure analysis according to surface processing using nanosecond 

laser. (a) Titanium (not coated with hydroxyapatite), and a specimen processed with a 

relatively narrow (Ti-wd1, engraving width; 76 ± 4 ㎛), (Ti-wd2, engraving width; 144 

± 3 ㎛) and relatively wide (Ti-wd3, engraving width; 248 ± 4 ㎛) laser engraving on 

the titanium surface. A specimen relatively thin (HA1, hydroxyapatite coating 

thickness; 16.8 ± 7.3 ㎛) or thickly (HA2, hydroxyapatite coating thickness; 47.5 ± 

12.7 ㎛) coated surface of hydroxyapatite and relatively narrow (HA-wd1, engraving 

width; 89 ± 6 ㎛), (HA-wd2, engraving width; 175 ± 9 ㎛), wide (HA-wd3, engraving 

width; 241 ± 16 ㎛) cell migration highways through laser engraving on the surface of 

hydroxyapatite. Optical microscopy, topography, and 3D image analysis results of 

each specimens. (b) Measurement of surface roughness of each specimen and laser 

engraving area, and statistical significance analysis results (Data represent raw data, 

mean and, standard deviation., N.S. indicate not statistically significant., *** indic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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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atistically significant difference when value compared to each comparison group with 

*** P<0.0001). (Bioact. Mater. 2021, 6. 10: 3608-3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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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S22. A process for numerical analysis of cell adhesion and migration on the 

surface of a sample treated with laser engraving. (a) After culturing cells on each 

surface, fluorescent staining (DAPI; cell nucleus, blue) is performed, and images are 

obtained using a fluorescence microscope. (b), (c) The location of each cell on the 

image is checked through ImageJ, and location information on the x and y axes is 

obtained. (d) After arranging the digitized paths in Excel (Microsoft), diagrammed (e, 

f), and analyzed for statistical significance (h). (Bioact. Mater. 2021, 6. 10: 3608-3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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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S23. Analysis of osteoblast adhesion characteristics by adjusting the width of 

laser engraving in titanium (Ti) and hydroxyapatite-coated specimens (HAp). (a) After 

culturing cells on each surface, fluorescent staining (DAPI; cell nucleus blue) is 

performed, and images are obtained using a fluorescence microscope. The result of 

merging (d) the location information of the cells in the area not treated with laser 

engraving (b) and the area to which laser engraving was applied (c) and displayed as a 

distribution graph. (Bioact. Mater. 2021, 6. 10: 3608-3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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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S24. Analysis of osteoblast adhesion characteristics according to the width 

control of laser engraving in titanium (Ti) and hydroxyapatite coated specimens (HAp). 

Cell adhesion distribution according to laser engraving width (a, c, e, g, i, k) and 

statistical significance analysis result of the number of cell adhesions per unit area (b, 

d, f, h, j, i). (Data represent raw data, mean and standard deviation. N.S. indicate not 

statistically significant., *** indicate statistically significant difference when value 

compared to each comparison group with *** P<0.0001) (Bioact. Mater. 2021, 6. 10: 

3608-3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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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S25. Analysis of osteoblast migration characteristics according to the width 

control of laser engraving in titanium (Ti) and hydroxyapatite coated specimens (HAp). 

(a) After culturing cells on each surface, fluorescent staining (DAPI; cell nucleus blue) 

is performed, and images are obtained using a fluorescence microscope. The result of 

merging (d) the migration location information of the cells in the area not treated with 

laser engraving (b) and the area to which laser engraving was applied (c) and displayed 

as a distribution graph. (Bioact. Mater. 2021, 6. 10: 3608-3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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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S26. Analysis of osteoblast migration characteristics according to the width 

control of laser engraving in titanium (Ti) and hydroxyapatite coated specimens (HAp). 

Cell migration distribution according to laser engraving width (a, c, e, g, i, k) and 

statistical significance analysis result of the cell migration speed (b, d, f, h, j, i). (Data 

represent raw data, mean and standard deviation. N.S. indicate not statistically 

significant., **, *** indicate statistically significant difference when value compared 

to each comparison group with ** P<0.01, *** P<0.0001) (Bioact. Mater. 2021, 6. 10: 

3608-3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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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S27. Characterization of cell behavior on each surface using live cell 

microscopy and cell tracking. Using a live cell microscope, the behavior of cells was 

photographed and tracked in the hydroxyapatite coating area (HAp), the interface area 

of the cell migration highway and HAp (Interface), and the cell migration highway 

area (Cell Migration Highway) for 24 hours, and the X-axis (transverse movement of 

cells, ㎛), Y-axis (vertical movement of the cells, ㎛), and the movement 

characteristics along the Z-axis (time of cell movement, min) were analyzed based on 

the XZ axis (b), XY axis (c) and XZ axis (d). (Bioact. Mater. 2021, 6. 10: 3608-3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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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S28. The process of tracking and quantifying cells in images obtained using a 

live cell microscope. (1) Osteoblasts (MC3T3-E1, ATCC) were dispensed on the 

sample surface and photographed every 5 min for 24 hours to obtain cell images. (2) 

Check the location of each cell appearing on the image, and track all the locations in a 

total of 288 images obtained every 5 min for 24 hours. Summarized by digitizing 

horizontal X (transverse cell movement, ㎛), Y (cell vertical movement, ㎛), and Z 

(cell movement time, min). (6) The numerical data is used for the analysis of movement 

direction and movement speed on each surface. (Bioact. Mater. 2021, 6. 10: 3608-

3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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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S29. The process and result of analyzing the movement direction of cells on 

each surface using images obtained using a live cell microscope and quantified data. 

(a) Directional characteristics of cell migration using numerical data obtained by 

tracking cell behavior for 24 hours in each hydroxyapatite coating area (HAp area), 

cell migration highway interface area (Interface), and cell migration highway area. The 

result of organizing the movement of cells on each surface in a 360° orientation and 

angular spacing based on 10° (b) and 20° (c). (Bioact. Mater. 2021, 6. 10: 3608-3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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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S30. Analysis of the relationship between HA coating density and cell density 

to analyze the cause of cell adhesion and migration characteristics on the cell migration 

highway. (a) Phase contrast microscopy image of the hydroxyapatite coating and cell 

migration highway analysis location. The hydroxyapatite covered area (red) (b) using 

the ImageJ program and the relative density (c) of HA according to the x-axis position 

(red color average intensity/x position, A.U). The location of the cells attached to the 

cell migration highway (red circle) (d) and the results of relative cell density analysis 

according to the location (e). (Bioact. Mater. 2021, 6. 10: 3608-3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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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S31. Analysis of the numerical characteristics of cell adhesion according to 

laser engraving width. The result of the relative cell density map in the laser engraving 

area of each sample surface (inside the yellow dot line) and the surrounding area 

(outside of yellow dot line), [Ti-wd1; (a), Ti-wd2; (e), Ti-wd3; (i), HA-wd1; (c), HA-

wd2; (g), HA-wd3; (k)]. Results of statistical significance test of relative cell density 

in the laser engraving area (red box) and its surrounding area (gray box) on each sample 

surface [Ti-wd1; (b), Ti-wd2; (f), Ti-wd3; (j), HA-wd1; (d), HA-wd2; (h), HA-wd3; 

(i)]. (Data represent raw data, mean and standard deviation. N.S. indicate not 

statistically significant., * indicate statistically significant difference when value 

compared to each comparison group with * P<0.05) (Bioact. Mater. 2021, 6. 10: 3608-

3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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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S32. Analysis of the numerical characteristics of cell migration according to 

laser engraving width. The result of the relative cell density map in the laser engraving 

area of each sample surface (inside the yellow dot line) and the surrounding area 

(outside of yellow dot line), [Ti-wd1; (a), Ti-wd2; (e), Ti-wd3; (i), HA-wd1; (c), HA-

wd2; (g), HA-wd3; (k)]. Results of statistical significance test of relative cell density 

in the laser engraving area (red box) and its surrounding area (gray box) on each sample 

surface [Ti-wd1; (b), Ti-wd2; (f), Ti-wd3; (j), HA-wd1; (d), HA-wd2; (h), HA-wd3; 

(i)]. (Data represent raw data, mean and standard deviation. N.S. indicate not 

statistically significant., * indicate statistically significant difference when value 

compared to each comparison group with * P<0.05) (Bioact. Mater. 2021, 6. 10: 3608-

3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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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vie S1. Cell behavior and cell tracking images in the hydroxyapatite (HAp area) 

region using a live cell microscope. (Bioact. Mater. 2021, 6. 10: 3608-3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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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vie S2. Cell behavior and cell tracking images in the interface area (between the 

hydroxyapatite coating area and the cell migration highway area) using a live cell 

microscope. (Bioact. Mater. 2021, 6. 10: 3608-3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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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vie S3. Cell behavior and cell tracking images in the cell migration highway area 

using a live cell microscope. (Bioact. Mater. 2021, 6. 10: 3608-3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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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고찰 

세포가 특정 이온이나 단백질 농도가 높은 곳으로 이동 하려고 하는 화학주성 

(chemotaxis)은 오래 전부터 잘 알려져 있고, 235, 249-251 골아세포 역시 화학 작용기, 

혈청 단백질 등을 인지하여 이동하려는 화학주성이 있음이 보고되었다. 252-254 또

한 골아세포의 경우 생장에 필요한 영양분 등이 충분한 영역에서는 migration이 

저하 되고 255 주변에 혈청 단백질 등 필요한 성분을 인지하면 그 위치 쪽으로 이

동한다는 것이 보고되었다. 256 이러한 특성으로 미루어 보았을 때, HA영역에 위

치한 세포들은 상대적으로 혈청 단백질 등이 풍부하여 (Fig. 34 c-e) 다른 위치로 

이동 해야 하는 필요성을 덜 느껴 이동이 적고 (Fig. S26c, d and Fig. S33e), CMH 

영역은 HA 영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혈청 단백질 등 이 부족하여 (Fig. 34 c-e) 더 

나은 위치를 찾기위한 필요성으로 활발하게 이동을 했을 것으로 생각된다 (Fig. 

S26c, d and Fig. S33e). CMH 영역에서 세포 거동을 조금 더 자세하게 살펴보면, 

CMH 영역 중 HA와 인접한 (HA-CMH 경계면으로부터 약 100 ㎛ 이내) interface 

에 위치한 세포는 상대적으로 FN, VN을 포함한 혈청 단백질이 풍부한 HA 영역

으로 이동하려는 특성을 나타냈고 (Fig. 33 e-g), CMH의 중심부 (HA-CMH 경계

면으로부터 약 100 ㎛ 거리 밖)에 위치한 세포는 상대적으로 표면에 부착된 혈청 

단백질의 양이 적어 표면과 부착도 잘 일어나지 않고 HA 영역과는 상대적으로 

거리가 멀어 특정한 방향성 없이 상대적으로 빠른 속도로 이동이 가능했을 것으

로 생각된다 (Fig. 33 h-j, d, k).  

CMH 폭에 따라서 골아세포의 부착 수와 이동 속도의 차이가 발생한 것도 같

은 원리로 추측해 볼 수 있다. 우선 CMH 폭의 조절에 따른 세포 부착 수 비교에

서, CMH의 폭이 89 ± 6 ㎛, 175 ± 9 ㎛ 였던 WD1, WD2 에서는 세포의 부착 수가 

유사 (통계적으로 무의미한 차이) 하지만 241 ± 16 ㎛ 였던 WD3에서 부착 수가 

증가 했는데 이것은 WD1와 WD2 폭에서는 CMH 영역에 있는 세포라도 HA 영

역과 상대적으로 가까워서 HA 영역으로 이동해 버리지만, WD3 폭에서는 HA 영

역과 가가까운 부분 외에도 세포가 HA 영역을 인지하기 힘들 정도로 먼 장소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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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치한 세포들이 남아 있게 되어 상대적인 세포 수가 많았을 것으로 추측된다. 

실제로 위치에 다른 세포 부착 수 분석에서도 CMH 가장자리 부분에 상대적인 

세포 도 증가가 관측 되었고 (Fig. 31 f, j, k and Fig. S31 c, d, g, h, k, l), live cell 

현미경 관측과 cell migration angle 분석에서도 HA 경계 영역 (interface)과 약 100 

㎛ 이하의 거리에 있는 세포들은 HA 영역으로 이동 하려는 경향이 나타나는 반

면 (Mov. S2 and Fig. 33g), 100 ㎛ 이상 떨어진 부분의 세포들은 HA 쪽을 향하기 

보다는 무작위하게 이동 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Mov. S3 and Fig. 33j).  

위의 분석 결과를 토대로 CMH 폭에 따른 세포 이동 속도의 차이 발생 원리도 

추측해 보았다. WD1에 위치한 세포는 CMH 영역에 남아 있기 보다는 HA 영역

으로 이동하려는 경향이 강해서 CMH 영역에 부착된 세포의 수도 상대적으로 적

고 이동 속도도 상대적으로 느렸 (Fig. S24 c, d and Fig. S26 c, d)을 것으로 추측된

다. WD3에 위치한 세포들은 상대적으로 HA와 거리가 멀어서 자유로운 이동이 

가능하지만 혈청 단백질이 많이 부착된 곳이 근처에 위치 한다는 것을 감지 하

기 어려울 정도로 먼 곳에 위치하여 계속적인 이동의 필요성을 느끼지 못햇을 것

으로 추측된다 (Fig. S24 k, l and Fig. S26 k, l). 이와는 좀 다르게 WD2에 있는 세

포들은 HA 영역 (상대적으로 FN, VN을 포함한 혈청 단백질이 많이 부착된 영

역)을 인지 하면서도 WD3처럼 HA 영역과는 너무 멀지 않은 곳에 위치하여, 근

처있는 HA 영역을 계속 적으로 감지할 수 있는 거리에 있어서 이 곳을 찾아 가고

자 하는 화학주성이 계속적인 migration의 potential로 작용 했을 것으로 추측 된

다. 하지만 이러한 현상을 보다 정확하게 해석하기 위한 세포와 분자 수준의 추

가 분석 또한 필요할 것으로 생각 된다.  

위의 분석 결과를 통해 우리는 세포가 주변에 혈청 단백질 농도 높은 곳을 인

지할 수 있는 거리는 대략 100 ㎛ 이내일 것으로 추측했다. 그 이유는 세포가 주

변의 단백질, 화학 성분 등을 인지하기 위해서는 filopodia를 사용하며, 257-258 

spreading 통해 filopodia를 펼쳤을 때 크기가 50 - 100 ㎛로 알려져 있기 때문이다. 

259-260 실제로 HA-CMH 영역에서 세포의 움직임을 실시간으로 추적해 보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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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MH 영역에서 HA 영역으로 이동하는 세포는 대부분 HA-CMH 경계 영역에서 

100 ㎛ 이내에 위치한 세포들이었다 (Fig. 33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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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결론 

뼈와 직접 결합이 필요한 다향한 임플란트 들의 표면은 골과 결합력을 증가시

키기 위한 칼슘과 인 성분의 hydroxyapatite를 코팅하여 사용되고 있다. 하지만 아

파타이트 표면에서는 세포의 부착은 촉진되지만 이동이 저해되어 임플란트 표

면에 골 형성 세포가 골고루 퍼지는 것이 저해 된다는 문제가 있었다. 우리는 복

잡한 추가 공정 없이 기존의 아파타이트 표면에 레이저 가공 만으로 세포 이동

을 촉진시킬 수 있는 cell migration highway (CMH) 패턴을 구현하였다. 이 표면

에서는 패턴이 없는 hydroxyapatite 표면에 비해 골을 형성시키는 세포의 이동이 

촉진되었고, 도로의 폭을 통하여 세포의 부착 및 이동 속도의 조절도 가능했다. 

또한 우리는 live cell microscope, cell tracking, 및 혈청 단백질 분석 등을 통해 이

러한 현상이 일어나는 원리를 제시 하였다. 본 연구 결과는 아파타이트 및 아파

타이트 코팅이 적용된 모든 재료에 적용이 가능하고 복잡한 공정이 필요없이 레

이저를 이용한 패터닝 만으로 구현 가능하며 아파타이트의 기존 장점을 유지 하

면서도 세포의 이동까지 촉진 및 조절 가능한 기술로써 골과 직접 결합하는 임

플란트 재료의 표면 처리 뿐 아니라 체내에 식립되어 세포의 거동 조절이 필요

한 여러 생체 재료의 표면 처리에도 활발하게 적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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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 종합 결론 
 

본 연구에서는 수산화아파타이트의 나노/마이크로 어셈블리구조가 골 전도

도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하였다. 수산화아파타이트의 나노입자화, 마이크로적

층화, 및 마이크로패턴화를 성공적으로 구현하였으며 각 표면 구조에 따라 골 세

포의 활성 및 골 전도도를 평가하였다.  

수산화아파타이트의 나노입자화가 골 전도도에 미치는 영향은 수산화아파

타이트의 제조 시 소결 시간을 달리하여 다른 물리/화학적 변수는 동일하고 입

자크기만 서로 다른 두 가지 수산화아파타이트를 제조하였다. 그 결과, 소결 시

간이 짧아 입자크기가 작았던 수산화아파타이트는 소결 시간이 길어 입자크기

가 큰 수산화아파타이트에 비해 더 높은 표면에너지 값을 보였다. 총 혈청 단백

질과 부착단백질들은 입자크기가 작은 수산화아파타이트 표면에 상대적으로 많

은 양이 부착되었고 골세포 활성과 골 전도도 또한 높았다. 이는 수산화아파타

이트가 나노입자화함에 따라 표면에너지가 증가하게 되고 이에따라 혈청단백

질이 많이 부착되며 골전도도 또한 증가한 것으로 믿어진다.  

수산화아파타이트의 마이크로적층화는 칼슘과 인 성분이 포함된 반응 용액

에 티타늄을 침지 후 나노초 레이저를 조사하여 구현할 수 있었는데, 레이저 조

사 시 출력 및 반복 수에따라 수산화아파타이트의 적층량(코팅층 두께)을 조절

할 수 있었다. 수산화아파타이트가 마이크로적층화된 표면에서 골세포의 부착

을 평가한 결과, 적층량이 상대적으로 큰 표면에 더 많은 양의 혈청 단백질이 부

착되었으며, 골세포의 부착 수도 증가했다. 이는 수산화아파타이트의 적층량 증

가에따라 표면조도가 증가하고 이에따라 비표면적이 증가하였기 때문인 것으

로 생각된다.  

수산화아파타이트의 마이크로패턴화에 따른 골 세포의 활성 평가는 나노초 

레이저를 이용하여 수산화아파타이트 표면에 마이크로패턴을 구현 후 수행하

였다. 실험 결과, 수산화아파타이트 표면에 마이크로패턴이 형성된 경우, 순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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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게 수산화아파타이트만이 코팅된 경우에 비해 골세포의 이동이 촉진되었으

며, 패턴의 유무와 폭에 따라서도 골세포 부착 수 및 이동 속도가 변화됨이 관찰

되었다. 패턴의 형성된 영역에서 골아세포의 위치를 실시간으로 추적했을 때, 마

이크로패턴이 구현된 영역에 위치한 골아세포가 패턴이 없는 영역의 골아세포

에 비해 이동 면적이 넓었으며 이동 속도 또한 빨랐다. 이때 혈청 단백질이 부착

된 부분을 확인하고 그 양과 종류를 분석해본 결과, 수산화아파타이트가 잔존하

는 부분의 혈청단백질과 부착단백질의 양은 마이크로패턴화에 따라 티타늄이 

노출된 부분의 비해 더 많았다. 이는 수산화아파타이트 표면이 티타늄 표면에 비

해 혈청단백질 부착에 더 용이한 것을 의미하며, 혈청단백질의 상대적인 부착양 

차이는 골세포의 이동속도에 영향을 주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이상의 연구 결과는 수산화아파타이트의 형태학적 구조가 골세포의 활성 및 

골전도도에 크게 영향을 주는 것을 의미하고, 이는 수산화아파타이트를 골대체

재로 개발하거나 임상에서 사용 시 유용한 정보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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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is study aims to verify the effect of osteoconductivity according to the nano/micro-

assembled structure of hydroxyapatite. In order to achieve this purpose, the effects of 

each characteristic on the biological behavior were observed by dividing the 

hydroxyapatite into a nano-particulation, micro-coating, and micro-patterning. 

To analyze the effect of hydroxyapatite nanoparticle size on cell behavior and bone 

conductivity, the heat treatment time was adjusted at the same temperature to form a 

hydroxyapatite surface with controlled particle size. The analysis of the biological 

behavior of the hydroxyapatite micro-coating was performed on the titanium surface 

using a nanosecond laser. Analysis of the effect of biological behavior by 

micropatterning of hydroxyapatite was performed after implementing micropatterns 

on the surface of hydroxyapatite using a nanosecond laser. 

The surface energy change according to the nanoparticle formation of hydroxyapatite 

was analyzed. In addition, the effects of surface energy changes on serum protein 

adhesion, osteoblast adhesion and proliferation, and osteoconductivity were confirm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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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s a result, the surface energy of the nanoparticulated hydroxyapatite was higher. In 

addition, the adhesion of serum proteins, proliferation of osteoblasts, and 

osteoconductivity were also promoted on the nano-particulated surface. 

The accumulated amount of hydroxyapatite was controlled by using the power and 

repetitions during laser irradiation. As a result of comparing the effects of 

hydroxyapatite accumulation, the amount of serum proteins adsorption and osteoblasts 

attachment also increased on the more thickly hydroxyapatite accumulated surface. 

The effect of the presence/absence and width of the hydroxyapatite micro-pattern on 

the adhesion and migration of osteoblasts was confirmed. The movement of osteoblasts 

was promoted in the region where the micropattern was formed. The number and 

movement speed of the adherent osteoblasts were also changed according to the width 

of the pattern. As a result of observing the behavior of osteoblasts through real-time 

location tracking of cells, the movement area and speed of osteoblasts in the 

micropattern region were increased. By analyzing the location and amount of serum 

protein adhesion, it was confirmed that the migration speed and adhesion number of 

osteoblasts were related to the amount of serum protein adhesion. 

The above results found that the nano-particulation, micro-coating, and micro-

patterning of hydroxyapatite positively affected osteoblast and osteoconductivity. This 

means that optimization of the morphological design is essential when applying 

hydroxyapatite as a material for bone substitutes. Therefore, this study's results are 

considered useful information for using hydroxyapatite as a raw material and coating 

material to improve osteoconductivity. 

Keywords : hydroxyapatite, laser, nano-particulation, micro-coating, micro-patterning, 

osteoconductiv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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