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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국국문문문 요요요약약약

수수수산산산화화화아아아파파파타타타이이이트트트 스스스캐캐캐폴폴폴드드드의의의 기기기계계계적적적 물물물성성성 및및및
MMMGGG---666333유유유사사사골골골모모모세세세포포포의의의 증증증식식식과과과 분분분화화화에에에 미미미치치치는는는

칼칼칼슘슘슘 포포포스스스페페페이이이트트트 글글글라라라스스스의의의 효효효과과과

골 조직 공학에서,스캐폴드 재료는 주변의 조직으로부터 새로운 뼈를 형성하
거나 골 세포나 다른 물질을 매식하기 위한 재료나 운반체로 사용된다.수산화아
파타이트와 β-tricalcium phosphate(β-TCP)는 자연 골과 유사한 화학적 조성과
우수한 생체 적합성으로 인해 조직공학용 스캐폴드 재료로 널리 사용되고 있다.
그러나 수산화아파타이트는 인체 내에서 분해되는 속도가 너무 느린 반면 β-TCP
는 너무 빨리 분해되는 특성을 가지고 있다.또한 기공이 상호 연결되어 있는 다
공성 재료는 상대적으로 기계적 특성이 약하게 된다.
본 연구에서는 칼슘 포스페이트 글라스를 첨가하여 수산화아파타이트의 생체

친화성을 저하시키지 않으면서,우수한 특성을 갖는 스캐폴드를 제조하고자 하였
으며,MG-63세포를 각 스캐폴드에 부착시키고 성장과 분화의 특성을 관찰하고
자 하였다.
수산화아파타이트로 제조한 스캐폴드는 1300℃ 이하에서 상변화가 발생하지 않

았으나,칼슘 포스페이트 글라스를 첨가하면 β-TCP가 생성된 biphasiccalcium
phosphate구조가 되었으며,1350℃에서 소결했을 때는 α-TCP가 생성되었다.이
축굴곡강도는 TCP상이 생성됨에 따라 감소하였으나,칼슘 포스페이트 글라스를
5wt% 첨가한 시편을 1250～1300℃에서 소결한 경우에는 수산화아파타이트와 비
교해서 유의한 강도 감소를 나타내지 않았다 (p>0.05).밀도는 소결횟수가 증가함
에 따라 증가하였고,이에 따라 기공률은 감소하였다.압축강도는 수산화아파타이
트의 입도와는 무관하였으며,소결 횟수가 증가함에 따라 유의하게 증가하였다
(p<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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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체액에 침적한 후의 Ca이온 용출량은 칼슘 포스페이트 글라스의 첨가량에
증가함에 따라 증가하였다.
MG-63유사골모세포의 증식율은 칼슘 포스페이트 글라스의 첨가량에 따라서는

유의한 차이를 나타내지 않았으나 (p>0.05),스캐폴드의 표면을 2% bovineserum
albumin(BSA)로 개질하면 세포의 부착과 증식이 증가되는 것을 확인하였다.
RT-PCR을 이용하여 분화 특성을 관찰한 결과,2차원 배양에서는 모든 시편에

서 3일후에 Ⅰ형 콜라겐이 발현되었다.1주일 후에는 2% BSA로 표면 개질한 시
편에서 alkalinephosphotase(ALP)가 약하게 발현되었고,2주후에서 모든 시편에
서 ALP가 발현되었다.3차원 배양에서는 1주일 후에 5wt%의 칼슘 포스페이트
글라스를 첨가한 스캐폴드를 2% BSA로 표면 개질한 시편의 I형 콜라겐 발현량이
표면개질하지 않은 스캐폴드보다 높았으며,ALP는 4주 동안 배양한 모든 스캐폴
드에서 발현되었다.
5wt%의 칼슘 포스페이트 글라스를 첨가한 시편을 2% BSA로 표면 개질한 스

캐폴드에서 보다 많은 세포가 부착하여 성장하고,세포끼리 연결되어 세포외기질
을 형성하고 있는 것을 현미경으로 관찰할 수 있었다.
이상의 결과로부터,생분해성 특성뿐만 아니라 우수한 생체 적합성을 갖는 3차

원의 다공성 스캐폴드를 제조할 수 있었으며,조직공학을 이용한 재생의학에 효율
적으로 사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핵심되는 말 :조직 공학,스캐폴드,칼슘 포스페이트 글라스,수산화아파타이트,β

-tricalcium phosphate,biphasiccalcium phosphate,MG-63유사골모세포,증식,
분화,RT-PC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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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지지도도도교교교수수수 이이이용용용근근근>>>

연연연세세세대대대학학학교교교 대대대학학학원원원 치치치의의의학학학과과과

김김김 연연연 웅웅웅

ⅠⅠⅠ...서서서 론론론

111...연연연구구구배배배경경경 및및및 목목목적적적

과학기술 및 의료기술의 발전으로 인간수명이 늘어나 고령화 사회로 변화하고,
각종 산업,자연 재해와 문명의 발전에 동반한 질병,그리고 국민 의식과 삶의 질
의 향상으로 인해 의료복지 서비스에 대한 국민들의 욕구가 날로 증가하고 있다.
이에 섬세하고 정교한 의료공학기술이 급속한 성장을 보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인체장기나 조직이 손상되는 인류의 질병은 지속적인 발생률과 막대한 치료 경비
로 인해 사회 전반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실정이다.이에 1970년대부터 생체재
료를 이용한 인공장기 및 의료용구 개발 노력이 다각적으로 진행되어 현재 많은
상품으로 제조되고 있다.
생체재료란 의약품을 제외한 인공 또는 천연의 재료로서,인체 내에서 단기 또

는 장기간 동안 인체의 조직,기관 또는 기능을 치료,보강,또는 회복시키는데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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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되는 재료를 일컫는다.물론 이는 모두 인체에 대한 친화성 또는 생체적합성이
우수한 재료를 말한다.
이러한 생체 재료 중에서 세라믹을 이용하여 골 결손부위에 치료를 목적으로

하는 재료가 많이 연구되어 왔다.골 결손부를 회복시키고 부족한 골 조직을 공급
하기 위한 자가 이식(autogenicgraft)이 조직 ․ 면역학적으로 거부 반응이 없어
많이 사용되었으나,공급량의 한계로 인해 합성골 이식재가 자가골 이식의 대안으
로 개발되어 왔다.
1892년 결핵에 의해 생성된 골 결손부위에 석고(calcium sulfate)를 충전하여 새

로운 골이 형성되었음을 보고된 이래로 많은 세라믹 재료가 골 결손부위를 대체
할 물질로 연구가 되어 왔다.지난 20년간,세라믹 재료 중에서도 칼슘 포스페이트
재료 -특히,수산화아파타이트(HA)와 β-tricalcium phosphate(β-TCP)-는 자연골
과 유사한 화학적 조성을 갖고 있고,생체 조직과의 생체적합성이 우수하여 합성
골 이식재료로서 주목받아 많은 연구가 진행되어 왔다1-5.이러한 생체세라믹 재료
를 체내에 매식하면 재료와 골조직 계면에서 bone-likeapatite가 생성됨으로써 간
접적인 결합이 이루어지거나 또는 직접적으로 골조직과 결합이 이루어지게 된다.
많은 동물실험 결과,고체상태의 HA의 생체적합성이 장기간에서도 우수하며 연

조직과 골 조직과의 상호작용이 원활하다고 보고되고 있으며,골전도성을 가지고
면역 거부 반응을 발생시키지 않으면서 골조직과 결합한다고 알려져 있다6-8.결과
적으로 HA는 생체 활성 재료로서 또한 골 재생을 위한 재료로서 사용이 가능하
다고 널리 인정되고 있다9.
TCP는 HA와 비슷하지만 골의 천연 구성요소는 아니다.인체 내에서 TCP는

HA로 상 변화가 일어난다고 알려져 있다.HA는 체액에서 안정하지만,TCP는 용
해성이 보다 높다.10TCP의 용해속도는 물질의 화학적 구조와 결정성,다공성 및
용액의 pH 등에 의하여 크게 영향을 받는다11-15.TCP또한 HA와 마찬가지로 골
전도성이 있고,새로운 뼈의 침착을 위해 알맞은 물리적 기질을 제공하기 때문에
골 재생 재료로서 사용되고 있다.
이들 골 재생용 생체 세라믹 재료는 골유도성이 아닌 골전도성 재료이기 때문

에 골 조직이 재료 내로 성장되어 들어올 수 있는 적당한 크기의 연결된 기공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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갖는 다공체로 사용되는 것이 바람직하며,신생골의 성장 속도와 유사한 생분해
속도가 요구되는 성질이다.
최근 조직 공학의 발달과 더불어 칼슘 포스페이트계 생체재료를 이용한 3차원

적 다공성 스캐폴드 재료에 관해 많은 연구가 되고 있다16-20.스캐폴드는 새로운
조직이 성장할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하고 흡수되어 새로운 조직에 의해서 대체될
수 있어야 한다.스캐폴드 재료는 적용하고자 하는 부위에 대한 임계적인 물리적,
생물학적 특성이 요구된다.이상적인 스캐폴드는 기공이 3차원적으로 상호 연결되
어있는 망목 구조를 가져야 하고,세포의 부착이 용이하며,증식과 분화가 가능해
야 하고,체액의 공급이 원활히 이루어져야 한다.또한,면역 반응이나 이식 거부
반응이 최소화 되어야 하며,생체 적합성이 우수해야 하고,세포/조직의 성장 속도
와 생분해속도가 유사해야 할 뿐만 아니라 기계적 강도와 생체 활성이 있어야 하
고,원하는 형상으로 쉽게 제조가 가능해야 한다.
스캐폴드를 만드는 방법은 여러 방법들이 연구되고 있다.휘발성의 유기 분말을

첨가하여 고온에서 유기물을 제거하고 기공을 형성하는 방법과 H2O2 등과 같은
기포나 유․무기 발포제를 이용하여 다공성 스캐폴드를 만드는 방법,겔 캐스팅에
의한 방법 및 고분자 스펀지법을 이용한 방법 등이 있다.다양한 제조 방법에 의
해 만들어지는 스캐폴드는 각각의 제조 방법에 따른 장단점을 가지고 있다.
조직공학적으로 스캐폴드에 세포를 부착시키고 배양함에 있어 스캐폴드를 통한

영양분의 공급은 기공의 크기와 형태에 의해 큰 영향을 받으며,골전도성과 새로
운 골 조직의 성장이 결정된다고 알려져 있다21,22.스캐폴드의 기공 크기는 100㎛
이하이거나 500㎛ 이상에서도 새로운 뼈가 형성된다고 보고되고 있으나,일반적
으로 100~400㎛의 기공크기에서 가장 적당한 골전도성을 가진다고 알려져 있
다23-25.그러나 다공성 스캐폴드의 3차원적 망목 구조로 인한 기공률이 증가하게
되면 기계적인 강도는 감소하게 된다.스캐폴드의 기계적 강도가 낮으면 하중을
받는 부위에 사용하는데 있어서 제한을 받게 된다.
다공성 스캐폴드의 강도를 향상시키기 위한 연구가 많이 진행되고 있으며,첨가

물에 의한 강도 향상을 기대하고 많은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대표적으로 HA에
글라스를 첨가하여 HA의 생체 친화성이나 골전도성에 영향을 미치지 않으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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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도를 향상시킨 연구가 다수 발표되었다26-35.그러나 대다수는 이러한 글라스 첨
가물을 이용하여 스캐폴드를 제조한 것이 아니라 2D 시편을 제조하였으며,
CaO-P2O5계의 3성분 이상의 글라스를 첨가하여 시편을 제조하였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CaO-P2O5의 2성분계 칼슘 포스페이트 글라스(CPG)를 HA

에 첨가한 2D 시편을 제조하여 HA의 상변화와 그에 따른 물성 변화를 관찰하였
고,3D다공성 스캐폴드를 고분자 스펀지법으로 제조하여 기본적인 특성을 측정하
였다.CPG 첨가뿐만 아니라 원료로 사용된 HA의 입자 크기와 다공성 재료의 열
처리 조건에 따른 물성 변화를 측정하였으며,분해특성을 관찰하였다.또한 CPG
첨가에 따른 생물학적인 특성은 유사골모세포인 MG-63세포를 이용하여 세포의
부착과 성장 및 분화능을 평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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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2...이이이론론론적적적 배배배경경경

가가가...조조조직직직공공공학학학

질병이나 상해 및 인구의 고령화로 인한 조직의 결손이 많이 발생하며,이러한
결손은 사회경제적 비용 증가와 삶의 질을 저하시키게 된다.오늘날까지는 결손을
치유하기 위해서 인공 보철물을 매식하여 왔으나,주변의 정상 조직과 결합을 하
지 못하고,마모되어 파괴되는 문제점이 있었다.이에 결손부위를 재생할 새로운
치료법이 요구되게 되었고,조직공학이 주변의 정상 조직과 결합이 이루어지게 하
여 “살아있는”구조를 제공하는 대안으로서 발전하게 되었다.
조직공학(Tissueengineering)이란,다양한 생체재료와 세포 및 성장 인자를 이

용하여 살아있는 조직의 구조적 기능적 역할을 하게 만드는 것을 말한다36,37.최근
연구에 의하면 골세포와 같은 다양한 세포종류들이 이차원 기질과 삼차원 다공기
질 젤에서 배양되었을 때 표현형(phenotype)을 유지하면서 증식할 수 있다고 한
다.이러한 연구들이 생체실험에서 조직재생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 다공기질을 단
독으로 이식하거나 세포와 함께 배양하는 것이 조직공학의 기초를 형성하였다.따
라서 조직공학은 세포를 포함한 천연조직을 의료용 생체재료로 사용하여 무기물
이나 합성고분자 등에는 결여되어 있는 생물학적 기능을 제공함으로써 인체 내에
삽입된 무생물 생체재료와 주위조직 사이에 생체적합성을 지니도록 환경을 제공
하거나,더 나아가서 천연조직과 같은 살아있는 조직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만드
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골 조직 공학에서는 골유도성 성장 인자를 함유한 풍부한 전골세포를 부착하고

세포의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다공성의 스캐폴드가 필요하다.그러
나 현재까지는 혈관 조직이 기계적으로 골전도성/골유도성을 원활히 수행한다고
보고되고 있다.어떻게 세포가 기능을 수행하고 기질을 형성하며 재료를 제조하는
가에 대한 이해는 적절한 지지체를 제공하고 세포를 부착하여 세포의 기능을 수
행하는데 있어 핵심 요소라 할 수 있다38.그러므로 조직공학에 의해 생체대체물을
인공적으로 만들고자 할 때에는 세포단위에서 신체에 필요한 고도의 생화학적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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능을 담당하고,구조재료는 세포가 충분한 기능을 발휘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할
수 있도록 설계되어야 한다.조직공학을 이용한 일반적인 새로운 조직의 재생은
Fig.1에 나타낸 바와 같이 생체에서 세포를 추출하여 invitro상에서 배양한 후,
3차원적 스캐폴드에 부착하여 조직으로 분화할 수 있도록 생체 배양 기술로 성장
시키는 것이다.
조직공학적 개념에 기반하여 손상된 기관이나 조직의 성공적인 재생을 위해서

는,세포가 성장할 수 있도록 기계적인 지지를 해주는 생체재료 스캐폴드를 포함
하여 특정 세포 형태로 분화할 수 있는 전구 세포와 세포간 활성을 조절할 수 있
는 성장 인자를 포함하는 요소가 필요하다39,40.조직공학으로 적용하기 위한 생체
재료의 발전은 최근 주변 조직과의 상호 작용을 가능하게 해주는 biomimetic재료
의 고안에 초점을 맞추고 진행되고 있다41-43.재료가 생체 환경에 적용되었을 때,
세포외기질(ECM)단백질이 대다수의 생체재료의 표면에 비특이적으로 흡착하게
되고,이후 세포가 흡수된 ECM 단백질을 통해 생체재료 표면에 간접적으로 상호
작용하게 된다.Biomimetic재료는 비특이적으로 흡착되어 있는 ECM 단백질 대
신에 재료의 형태에 변화를 주어 특이적 세포간 반응이 이루어지게 하여 새로운
조직을 형성하려는 시도를 하고 있다.
세포에 의한 재료의 생체분자 인식은 2가지의 주요한 디자인 전략에 의해 이루

어질 수 있다.첫 번째는 재료에 성장인자나 플라스미드 DNA와 같은 용해성 생
체활성 분자를 적용하여 생체활성을 유도하게 하여 재료로부터 생체 분자의 방출
을 통해서 새로운 조직이 형성되게 하는 것이다44-46.두 번째는 재료에 세포-결합
인자(peptide)를 적용하여 물리적 혹은 화학적으로 개질하는 방법이다.이러한 세
포-결합 인자는 긴 사슬을 가지는 ECM 단백질뿐만 아니라 손상되지 않은 ECM
단백질에서 추출한 짧은 peptidesequence로서 세포 수용체에 특이적으로 결합하
여 반응하게 된다.세포-결합 인자를 재료에 적용하는 것은 재료가 특이적 단백질
성 효소에 의해 분해할 수 있게 해주거나 국부적인 자연 조직에 존재하지 않는
세포간 반응을 유도하게 한다고 보고되고 있다47,48.이와 같은 스캐폴드 재료의 표
면을 개질하여 세포간 반응을 활성화 시켜 보다 효과적인 조직의 재생이 이루어
지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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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1.Tissueengineeringstrategy.

전구세포로서 널리 사용되고 있는 세포는 줄기세포이다.뼈는 줄기세포의 특성
을 지닌 세포로부터 재생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다고 오랜 기간 동안 알려
져 왔다.이러한 다재능을 가진 전골 줄기세포는 골수에 존재하며 섬유아세포,뼈
세포,지방세포,망상세포로 분화할 수 있다49,50.줄기세포는 배아,태아 및 성인의
조직에서 추출할 수 있으며,추출한 기원에 의해서 배아줄기세포(embryonicstem
cell),태아줄기세포(fetalstem cell)및 간엽줄기세포(mesenchymalstem cell)로
구분할 수 있다.
배아줄기세포(ESC)는 착상 전의 배반포 세포로부터 추출한 전능성의 줄기세포

이다.이 세포는 오랜 기간 동안 분화할 수 있으며,인체 내 어떠한 형태의 기관으
로 분화하여 성숙할 수 있는 세포이다.미분화된 인간의 배아줄기세포는 면역반응
을 유발시키는 물질로 알려진 조직적합 복합체(MHC:hitocompatibilitycomplex)
classⅠ 분자를 발현한다.MHC-Ⅰ의 발현은 배아 줄기세포의 분화에 따라서 발
생한다51.태아줄기세포(FSC)는 많은 기관으로부터 추출할 수 있으며,증식능력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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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수하고 여러 기관으로 분화가 가능한 세포이다.그러나 배아줄기세포나 태아줄
기세포의 사용은 아직 풀리지 않은 윤리적 문제로 인해서 사용하는데 제한점이
있다.반면에 성인의 조직으로부터 추출한 간엽줄기세포(MSC)는 윤리적으로 허용
이 되고 있다.간엽줄기세포는 성인의 지방 조직,근육,골수를 포함하는 여러 조
직으로부터 추출할 수 있는 다재능성 세포이다.간엽줄기세포는 골모세포,지방세
포,근육모세포와 연골세포와 같은 여러 세포로 성장할 수 있는 세포이다52.간엽
줄기세포는 골수 세포의 0.01~0.001%를 차지하며,이들을 분리하여 배양을 통해
증식시킨다53.세포는 증식과 세포외기질 합성 및 성숙과 석회화의 3단계를 거쳐
분화하게 된다. 간엽성줄기세포의 뼈세포로의 활성을 갖기 위해서는 β

-glycerophosphate,ascorbicacid와 dexamethasone이 필요하다52.결절은 전골세
포의 증식과 분화의 마지막 단계에서 생성된다.몇몇 신호전달 물질이 골모세포로
분화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된다.이러한 역할을 수행하는 신호전달 물질은
전환성장인자로 알려진 TGF-β superfamily에 속하는 BMP(bonemorphogenic
protein)및 FGF(fibroblastgrowthfactor)등이 있다53,54.또한,세포외기질의 성분
도 주요한 세포의 phenotype과 조직화에 기여한다고 알려져 있다47.Fig.2에 간엽
줄기세포를 이용하여 골모세포나 연골세포로 분화시키는 모식도를 나타내었다.
성장인자(growth factor)는 세포가 신호전달 물질로서 기능함으로서 분비되는

사이토카인(cytokine)이다.이 물질은 성장인자와 수용체에 의해 합성되는 단백질
을 up-regulating이나 down-regulating에 의해 세포의 부착,증식,이동이나 분화
를 촉진할 수도 억제할 수도 있다.이러한 물질은 조직 형성에 필수적이며 조직공
학에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한다.이러한 물질은 인접세포와 결손부에 침윤된 세포
의 분열을 자극 시키고,특별한 경로를 따라 어떤 세포의 분화를 촉진,혈관생성과
정을 촉진시키며,특이한 세포의 화학주성인자로 작용하기 위해서 연구되어 왔다.
대표적인 예는 위에서 말한 바와 같은 BMP이다.
1988년 Wozney등에 의해서 BMP의 클로닝에 의해 30여 가지의 물질이 확인

되었고,골 형성에 대한 치료용 분자로서 제공되게 되었다55.지난 10여 년간 상업
적인 BMP의 재조합성의 가능성에도 불구하고,경제적 측면과 골유도성과 재생의
효능은 실제 임상에서는 아직 명확하지 않다.많은 부분에서 있어서 이러한 단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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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에 대한 carrier를 규명하는데 실패하고,생체 활성을 유지할 수 있는 적정량의

Fig.2.Differentiationofmesenchymalstem cellsintoskeletaltissue.

적용에 대한 실패로 BMP의 성공에 제한을 받고 있다.따라서 최근에는,뼈 성장
에서 BMP의 명확한 효능을 스캐폴드와 전달 시스템에 적용하는데 많은 관심을
가지고 연구하고 있다56-58.
이와 같은 조직공학의 3가지 요소인 스캐폴드,줄기세포 및 성장인자를 이용함

으로써 invivo뿐만 아니라 invitro상에서의 조직공학을 위한 전략이 발달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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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나나...칼칼칼슘슘슘 포포포스스스페페페이이이트트트 세세세라라라믹믹믹

외과적으로 결손부를 수복하는데 사용되는 세라믹 재료는 bioinert와 bioactive
라는 2개의 범주로 크게 나눌 수 있다.Bioinert세라믹은 살아있는 주변조직에 영
향을 미치지 않는 재료로서,alumina가 이 범주에 속한다.Bioactive세라믹은 살
아있는 골 조직과 결합을 하는 재료로서 칼슘 포스페이트와 몇몇 조성의 glass및
세라믹 glass재료가 이러한 특징을 가지고 있다.
구조적인 관점에서 보면 세라믹 재료는 결정성 고체인 세라믹과 비정질성 고체

인 glass혹은 결정성 핵을 가지는 비정질성 고체인 glass-ceramic으로 나눌 수
있는데,이들은 bioinert,bioactive혹은 흡수성으로 작용할 수 있다.Bioactive한
성질을 가지는 칼슘 포스페이트계 세라믹은 골 결손부를 치유하는데 있어서 널리
사용되고 있는 재료이다.
가장 널리 사용되는 칼슘 포스페이트 재료는 hydroxyapatite(HA)로서 그 화학

식은 Ca10(PO4)6(OH)2이며,뼈를 구성하는 성분과 가장 유사한 조성을 가지고 있
는 재료이다.HA의 격자 상수를 살펴보면,a축은 0.95㎚이고 c축은 0.68㎚로 옆
으로 더 긴 hexagonal(육방정)형태를 하고 있다(Fig.3)59.HA의 단위 격자는 10개
의 Ca,6개의 PO4그리고 2개의 OH 그룹을 가지고 있는 구조이며,c축을 따라 정
렬하고 있는 구조를 하고 있다.이는 c축을 따라서 격자가 성장하게 되어
needle-like형태를 띠게 된다.HA는 생체적합성,bioactive,골전도성 및 뼈와 직
접적인 결합 등의 생체재료로서 우수한 성질을 가지고 있다.칼슘 포스페이트 세
라믹은 Ca/P비,산도와 용해도 사이에 밀접한 관계가 있다.Ca/P비가 낮아지면
산도와 용해도가 증가하게 된다.Ca/P비가 1이하이며,산도와 용해도는 매우 높
아지며,산도와 용해도가 감소하게 되면 Ca/P비는 1.67에 가까워진다.Ca/P비에
따라서 여러 형태의 칼슘 포스페이트가 존재하며,Table1에 Ca/P에 따른 칼슘
포스페이트 세라믹을 나타내었다.
HA는 인공적으로 만들어진다.방법으로는 습식법,고상법,수열법,열분해반응

등의 방법으로 만들어진다.수열법은 375℃에서 수열반응을 통한 고상반응으로
얻어지며,고상법은 CaCO3와 Ca(H2PO4)2․H2O를 HA의 Ca/P비인 1.67로 잘 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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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하여 1200℃의 고온에서 가열하여 얻게 된다.습식법은 Ca(OH)2를 H3PO4용액
에 첨가하고 NH4OH를 이용하여 pH를 12로 맞추어주면 포화상태에서 침전물이
가라않게 되고,이 침전물을 900℃에서 열처리하여 HA를 얻게 되는 방법이다60.
이와 같은 전통적인 방법으로 이외에도 HA의 형태나 화학양론,다른 이온의 첨가
및 결정화도에 변화를 주기 위해서 sol-gel,동결 건조 방법,물리화학적 방법,에
멀젼 반응,spraypyrolysis,α-TCP의 열분해반응 등의 방법으로 만들 수 있다.

β-tricalcium phosphate(β-TCP),또한 가장 많이 사용되는 칼슘 포스페이트 재
료로서 골 대체 재료로서 널리 사용되고 있다.β-TCP는 Ca3(PO4)2의 화학구조식
을 가지며,Ca/P비가 1.5인 hexagonal(육방정)의 결정격자 구조를 가지고 있다.

β-TCP는 800～900℃에서 amorphouscalcium phosphate를 가열하여 얻거나,
800～900℃에서 고상반응에 의해 얻을 수 있다.미세 기공을 가지는 β-TCP는
인체의 해면골과 유사한 압축강도 및 인장강도를 갖는다.그러나 다른 칼슘 포스
페이트 세라믹과 마찬가지로,brittle하고 인장력에 약한 특성을 갖고 있다.HA는
분해되는 속도가 1년에 1～2%만 분해되어 매우 느리나,β-TCP는 6개월에서 18개
월 사이에 모두 분해되게 된다.따라서 β-TCP를 골대체재로서 사용하게 되면 흡
수되는 면적보다 더 적은 양의 뼈가 형성되게 된다61.이러한 이유로 β-TCP를 실
제 임상에서 사용할 때는 보다 분해속도가 느린 재료와 혼합하여 사용하게 된다.
실제 뼈에 존재하는 탄산기를 가지는 생체적인 아파타이트를 실험실에서 합성

하기는 어렵다.비록 탄산기 자체를 함유한 apatite는 쉽게 만들 수 있으나,탄산
기의 함유량은 실제 뼈에서 함유량(4～8wt%)과 다르게 되거나 다른 격자 위치에
존재하게 된다.이러한 관점에서,탄산기는 다른 척추동물에서부터 얻은 뼈를 분석
할 때 조금씩 다르다62.탄산기를 함유한 아파타이트를 만들고자 할 때 높은 온도
에서 반응을 시키게 되면,CO3는 OH- 격자위치에 치환하여 존재하게 된다(A형
아파타이트).반면에,생체 아파타이트는 탄산기가 PO43- 격자위치에 치환하여 존
재하는 B형 아파타이트이다.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저온에서 합성하여
탄산기가 인산 자리에 위치하도록 한다.그러나 이러한 경우 탄산기의 함유량이
실제 뼈의 함유량보다 적어지게 되는 문점을 갖고 있어 이에 대한 조절이 필요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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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3Crystalstructureofhydroxyapati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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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1.Variouscalcium phosphateswiththeirrespectiveCa/Patomic
ratios.

Ca/P Name Formula Acronym

2.0 Tetracalcium phosphate Ca4O(PO4)2 TetCP
1.67 Hydroxyapatite Ca10O(PO4)6(OH)2 HAp

Amorphouscalcium phosphate Ca10-XH2X(PO4)6(OH)2ACP
1.50 Tricalcium phosphate(α,β,γ) Ca3(PO4)2 TCP
1.33 Octacalcium phosphate Ca8H2(PO4)6․5H2O OCP
1.0 Dicalcium phosphatedihydrate CaHPO4․2H2O DCPD
1.0 Dicalcium phosphate CaHPO4 DCPA
1.0 Calcium pyrophosphate(α,β,γ) Ca2P2O7 CPP
1.0 Calcium pyrophosphatedihydrate Ca2P2O7․2H2O CPPD
0.7 Heptacalcium phosphate Ca7(P5O16)2 HCP
0.67 Tetracalcium dihdrogenphosphate Ca4H2P6O20 TDHP
0.5 Monocalcium phosphatemonohydrateCa(H2PO4)2․H2O MCPD
0.5 Calcium metaphosphate(α,β,γ) Ca(PO3)2 CMP



- 16 -

실제 뼈의 미네랄 성분과 유사한 성분을 갖는 물질을 합성하기 위해 두가지 이
상의 칼슘 포스페이트를 혼합하는 biphasiccalcium phosphate(BCP)가 연구되고
있다63.BCP는 HA의 안정한 상과 β-TCP의 흡수되는 성질을 이용한 물질로서,
인체에서 분해되며 Ca2+와 PO43-의 유리에 따른 새로운 뼈의 형성이 이루어지게
된다.이 BCP를 bulk형태의 골대체재를 코팅하거나 직접 bulk형태로 제조하여
골 결손부에 주입하게 된다.현재는 다양한 칼슘 포스페이트,생체 유리,석고 등
의 물질을 이용하여 같이 혼합하기도 하고 있다64,65.
이러한 칼슘 포스페이트 세라믹의 성질을 이용하여 앞으로는 자연 골과 유사한

성분을 갖으면서,생체적합성이 우수하고 뼈와의 결합이 쉽고 단단한 이상적인 재
료가 만들어질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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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다다...333차차차원원원 다다다공공공성성성 스스스캐캐캐폴폴폴드드드의의의 제제제조조조방방방법법법

3차원 다공성 스캐폴드는 조직의 성장에 적합한 특성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세
포의 부착과 성장 및 분화가 용이해야 하고,조직의 성장과 주변 뼈와 결합이 되
어야 하며 새로운 뼈의 성장에 따른 분해가 일어나야 이상적인 스캐폴드라 할 수
있다.또한 비규칙적인 형태의 상처 부위에 적용이 쉬어야 하며,기계적인 하중을
지탱할 수 있는 강도가 있어야 할 뿐만 아니라 성질의 변화 없이 소독이 가능해
야 하고 주위 조직에 나쁜 영향을 미치지 않아야 하는 성질도 요구되고 있다.
다공성 스캐폴드는 기공의 크기와 형상 및 분포 등을 제어하기 위하여 다양한

방법을 통해서 제조될 수 있다.제조방법의 선택은 목표로 하는 재료의 기공 특성,
사용원료의 적합성 및 경제성 등을 고려하여 결정된다.삼차원 망목상의 특이한
기공구조를 가진 다공성 스캐폴드는 일반적으로 유기물의 연소에 의한 방법,발포
법(foaming method),겔 캐스팅 방법(gelcasting method)및 폴리머 스펀지법
(polymericspongemethod)에 의해서 제조된다.
유기물의 연소에 의한 방법은 소결과정 중에 연소되는 물질인 톱밥,나프탈렌,

왁스,숯이나 polyvinylbutyral,감자 전분 등과 같은 물질을 세라믹 재료와 혼합
하여 성형한 후 소결하여 연소시킴으로서 다공성을 얻는 방법이다.이 방법은 제
조가 용이한 장점이 있으나,기공이 서로 연결되어 있는 구조가 아닌 막힌 구조가
많이 형성되며 비 규칙적 크기의 기공이 형성되는 단점이 있다16.
겔 캐스팅법은 거대분자가 세라믹 입자를 함께 감싸며 구조를 유지하는 고분자

화 중합반응을 거치는 동안 빠른 다공성 세라믹 형태를 만드는 방법으로,기계적
강도가 우수하다.화학물질은 소결과정을 거치면서 제거되고 소결된 스캐폴드는
살이 있는 조직에 비독성인 물질이 된다.그러나 기공의 상호 연결이 이루어지지
않으며,비균일적인 기공 구조를 갖는 단점이 있다66.
발포법은 다양한 재질과 형상의 제조가 가능하며,재료의 기계적 성질 향상을

위해 fiber또는 whisker의 첨가도 용이하다.또한 매우 미세한 기공 크기도 얻을
수 있으나,기공들 사이의 통로가 좁거나 폐쇄되는 경우가 많아서 완전한 개방형
구조를 얻기 어려운 단점이 있다.발포법은 미립의 세라믹 원료분말과 분산제,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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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제,경화제,거품안정제 등이 포함된 세라믹 슬러리 내에 발포제를 함께 혼합하
여 형틀 내에 주입하고,일정한 조건을 유지하여 발포시킨 후 건조하여 소성하는
과정을 거쳐서 간단하고 경제적으로 다공성 스캐폴드를 제조하는 방법이다.이 밖
에 발포법은 기계적으로 세라믹 슬러리에 거품을 발생시키는 방법,기체를 주입하
여 거품을 발생시키는 방법,슬러리 내에서 발열반응의 부산물로 기체를 발생시키
는 방법,freon과 같은 저온비등물질의 기화에 의해 슬러리를 발포시키는 방법 등
을 통해 세라믹 슬러리를 발포시키고 거품들을 일정한 크기로 안정화시키는 동시
에 슬러리의 경화를 진행시켜서 세라믹 발포제를 제조하는 방법들이 이용되고 있
다67.발포법으로 제조된 거품형 세라믹스는 기공이 10-2000 ㎛ 정도이며,기공크
기의 분포가 좁은 균일한 구조를 얻을 수 있다.발포법에 있어서는 슬러리 내부의
거품들이 일정한 크기로 제어되도록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며,그 결과에 따라서
기공이 막힌 구조나 열린 개방형 구조가 결정된다.일반적으로 발포법은 완전한
개방형 구조를 얻기가 힘들고,기공의 크기도 다소 불균일한 문제점이 있으나,재
료 선택폭이 넓고,제품의 형상에 구애를 받지 않는 장점이 있다.
최근에는 겔 캐스팅 방법과 발포법을 혼합한 방법이 보고되었다.이 방법은 세

라믹 슬러리에 발포제와 경화가 되는 고분자 물질을 넣어 주어 슬러리가 경화되
는 동시에 거품이 형성되며 스캐폴드를 만드는 방법이다.이 방법으로 90% 정도
의 높은 기공률을 갖는 스캐폴드를 얻었으며,20-1000㎛ 정도의 기공 크기를 갖
는 제품을 얻을 수 있었다.그러나 거품의 크기에 따른 기공의 형성 때문에 적당
한 조절이 필요하며,겔화되는 과정에서 첨가된 단량체에 따른 최종 부피가 변화
하게 되는 단점이 있다68.
또한 겔 캐스팅 방법과 폴리머 스펀지법을 혼합한 방법도 보고되었다.이 방법

은 Fig.4에 나타낸 바와 같은 공정을 거쳐 제조되며,겔 캐스팅의 높은 기계적
강도와 폴리머 스펀지법의 상호 연결되어 있는 기공의 형태와 균일한 기공의 크
기 및 다양한 형태와 크기로 만들 수 있는 장점을 혼용한 방법이다69.
폴리머 스펀지법은 폴리머 스펀지의 기공 크기가 최종 제품인 다공성 스캐폴

드의 기공크기를 결정하는 변수가 되므로 스펀지의 기공 크기를 적절하게 선택해
야 한다.또한 세라믹 슬러리에 스펀지를 함침 시킨 후 잉여 슬러리를 짜내는 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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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단계에서 스펀지의 압축과 복원이 반복되므로 스펀지의 탄성이 지속적으로 유
지되어 이 과정을 거친 후에 다시 원형으로 복원되는 특성이 있어야 한다.한편
소결과정 초기에 폴리머 스펀지는 열분해되어 CO2가스를 방출하게 되므로 이 과
정 중에 폴리머 스펀지는 피복된 세라믹층에 응력을 부여하지 않고 용이하게 열
분해되는 것이 필요하다70.이와 같은 특성을 만족시키는 폴리머 스폰지 재질로서
는 polyurethane,cellulose,polyvinylchloride,polystyrene및 latex등이 있으며,
특히 연화온도가 낮고 쉽게 연소되는 flexiblepolyurethane재질이 다공성 스캐폴
드의 제조에 가장 널리 사용되고 있다.세라믹 슬러리에 폴리머 스펀지를 함침 하
는 과정에서는 스펀지의 골격표면에 슬러리가 균일하게 피복되도록 세라믹 슬러
리 내에서 스펀지의 압축과 복원을 수회 반복시켜 내부로 슬러리가 완전히 침투
되도록 하여야 한다.세라믹 슬러리를 흡수한 스펀지는 슬러리 배출공정을 통하여
내부에 침투된 슬러리 중 약 25～75%가 제거되고 나머지만이 스펀지 골격에 피복
되는데,이 과정에서 기공의 막힘이 없고 스펀지의 골격에 피복된 슬러리 층이 균
일하도록 잉여슬러리를 균일하게 제거하는 것이 특히 중요하다.잉여 슬러리의 제
거방법은 스펀지를 목재판 사이에서 압착하는 방법,롤러(roller)사이를 통과시키
는 방법,원심분리법을 통해 잉여 슬러리를 제거하는 등 다양한 방법들이 있다.이
와 같은 방법으로 제조된 다공성 스캐폴드의 성형체는 상온에서 건조한 후 소결
시켜 최종적인 스캐폴드를 얻게 된다.이러한 폴리머 스펀지를 이용하여 제조한
다공성 스캐폴드는 개방형의 기공이 상호 연결되어있는 구조를 얻을 수 있고,원
하는 기공을 갖는 제품을 얻을 수 있으며 원하는 형상으로 제조가 용이한 장점이
있으나 기계적 강도가 약하기 때문에 하중을 많이 받는 부위에 적용하기가 어려
운 단점이 있다.
이외의 방법으로 몰드에 의한 3D printing을 이용한 방법이 있다.이 방법은

Fig.5의 장치를 이용하여 원하는 형상의 음형의 에폭시 몰드를 만드는 제조한다.
이후 HA/acrylate수용액을 몰드에 주입하여 열을 이용해서 중합시키고 소결과정
을 통해서 acrylate결합제를 제거함으로서 3차원 다공성의 스캐폴드를 만드는 방
법이다.Fig.6에 제조된 HA 스캐폴드의 형상을 나타내었다.3차원 inkjetprinting
기술은 왁스나 다른 저온 용융 물질을 이용하여 제조할 수도 있다71,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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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4.A flow chartofprocessstepsforscaffoldfabricationusing
combinedgel-castingandpolymerspongemetho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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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5.3Dprintingtechnology.

Fig.6.Thepreparedhydroxyapatitescaffoldsusingmol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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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ⅡⅡ...재재재료료료 및및및 방방방법법법

111...연연연구구구 재재재료료료

가가가...수수수산산산화화화아아아파파파타타타이이이트트트

수산화아파타이트는 상용 제품(Sigma, St. Louis, USA)을 사용하였으며,
attritionmill을 이용하여 400rpm으로 6시간 분쇄 한 후,400mesh의 체가름을
행하였으며,입도 분석기(Mastersizer2000,MalvernInstrumentLtd.,UK)를 이용
하여 입자크기 분포를 측정하였다.

나나나...칼칼칼슘슘슘 포포포스스스페페페이이이트트트 글글글라라라스스스

CaO-P2O5계의 2성분계 칼슘 포스페이트 글라스를 제조하였다.Ca/P의 원자비
가 0.6이 되도록 출발 물질인 CaCO3와 H3PO4를 혼합하여 뱃치를 제조하여,150℃
에서 24시간 건조하였다.건조된 분말을 백금 도가니를 이용하여 superkanthal
furnace에 넣고 1250℃에서 용융하였다.용융한 후 상온의 흑연판에 부어 급냉한
후,알루미나 유발을 이용하여 분쇄하였다.분쇄된 분말을 attritionmill을 이용하
여 450rpm으로 6시간 미분쇄한 후,400mesh의 체가름을 통해 분말을 얻었다.

다다다...폴폴폴리리리머머머 스스스펀펀펀지지지

3차원적인 망상 조직의 규칙적인 기공을 갖는 3D다공체를 제조하기 위하여 60
ppi(poreperlinearinch)의 기공 크기를 갖는 다공성의 폴리우레탄 에스터 스펀지
를 사용하였다.스펀지의 표면이 소수성이고,너무 매끄러워 슬러리의 침착이 곤란
하였기 때문에 침착 효율을 높일 수 있게 소수성인 고분자 스펀지를 친수화하고,
적당한 표면 거칠기를 부여하기 위하여 NaOH 용액을 이용하여 표면 처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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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의 NaOH 용액에 스펀지를 20분간 침적한 후 꺼내어 흐르는 물로 세척하고,
증류수에 넣어 충분히 초음파 세척한 후,60℃에서 완전히 건조하였다.Fig.7에
본 연구에서 사용한 2% NaOH로 표면 처리된 스펀지의 광학 현미경 사진을 나타
내었다.

Fig.7.Porousstructureofpolyurethanesubstrate.

라라라...MMMGGG---666333유유유사사사골골골모모모세세세포포포

MG-63 유사골모세포는 한국세포주은행에서 구입하여 배양하였다(KCLB No.
21427).MG-63세포를 10% fetalbovineserum(FBS,Gibco,USA)이 첨가된
DubecoEagle'sminimum essentialmedium(DMEM,Gibco,USA)을 배지로 사용
하여 37℃,5% CO2,100% 습도를 유지하는 CO2 배양기(VS-9180MS,Vision
ScientificCo.,Korea)내에서 배양하였다.3일마다 새 배지로 교환하면서 세포가
들어차면 계대배양을 실시하여 충분한 수의 세포를 증식시켰다.

222...연연연구구구 방방방법법법

가가가...222DDD시시시편편편 및및및 333DDD스스스캐캐캐폴폴폴드드드 제제제조조조 및및및 표표표면면면 개개개질질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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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222DDD시시시편편편 제제제조조조

HA에 CPG를 2.5wt%,5wt%,10wt%로 변화시켜 혼합한 후,polyethylene
용기에 넣고 ballmill을 24시간 행하여 균일한 혼합이 되도록 하였다.혼합된 분
말을 직경 15㎜인 금속 몰드에 0.5g을 넣고 90㎫의 하중으로 일축 가압 성형하
여 2D 시편을 제조하였다.성형된 시편을 3℃/min의 승온 속도로 1200℃,1250℃,
1300℃ 및 1350℃에서 3시간 유지하여 소결하였다.

(((222)))333DDD다다다공공공성성성 스스스캐캐캐폴폴폴드드드 제제제조조조

3차원 다공성 스캐폴드를 제조하기 위하여 HA 분말과 CPG 분말을 증류수에
분산시켜 슬러리를 제조하였다.먼저 증류수에 결합제인 폴리비닐 알콜(PVA1500,
DuksanPureChemicalCo.,Korea)을 50℃에서 용해시킨 다음 상온으로 냉각하
여, 계속 교반하면서 분산제로 ammonium polymethacrylate (Darvan C,
Vanderbilt Company Inc., USA)를 첨가하고, 건조 제어제로 dimethyl
formamide(DMF,Aldrich,USA)를 첨가하였다.마지막으로 분쇄전의 HA 분말과
CPG 분말을 첨가하거나,미분쇄한 HA 분말과 CPG 분말을 각각 첨가하여 HA
분말의 크기에 따른 슬러리를 제조하였다.
PVA의 양은 5wt%로 고정하였고,분산제의 최적 첨가량은 Fig.8에 나타난 바

와 같이 HA 분말에 대한 분산제의 첨가량 변화에 따른 점도 변화를 관찰하여 성
형성이 가장 좋은 점도에 해당하는 첨가량으로부터 결정하였다.건조제어제의 양
은 10wt%로 첨가하였고,HA 분말은 증류수의 70wt%에서 60wt%로 변화하였
고 CPG 분말의 양은 0wt%,2.5wt%,5wt% 및 10wt%로 변화시켜 혼합하였
다.
혼합된 재료들을 ballmilling을 24시간 행하여 균일한 혼합이 되도록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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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8.VariationontherelativeviscosityoftheHA slurryaccording
toamountofdispersant.Theviscositywasmeasuredat3.84
rpm ofshearrate.

건조한 고분자 스펀지를 준비한 슬러리에 완전히 함침 시킨 후,슬러리 내에서
스펀지의 압축을 수회 반복하여 스펀지의 내부까지 슬러리가 스며들게 하였으며,
스펀지를 꺼내어 롤러로 잉여 슬러리를 제거하고,압축 공기를 분사하여 기공이
막히지 않도록 균일하게 피복한 다음 상온에서 24시간 건조하였다.
건조한 시편을 알루미나 도가니에 넣고 superkanthalfurnace에서 열처리하여

고분자 스펀지 및 유기 첨가제를 연소시키고 소결하였다.열처리는 Fig.9에 나타
낸 열분석 결과를 토대로 하였으며,승온 속도는 3℃/min로 하였다.
스펀지와 유기 첨가제가 연소되는 300～600℃ 구간에서는 승온 속도를 1℃/min

로 서서히 하여 스캐폴드의 붕괴를 방지하였으며,슬러리에 첨가한 유기 첨가제를
휘발시키기 위해 600℃에서 1시간 유지하였다.이후 다시 3℃/min로 승온하여
1300℃에서 3시간 유지하여 소결이 완성되도록 하였으며,냉각과정 중에 형성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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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캐폴드의 구조의 균열을 방지하기 위해서 냉각속도를 1℃/min과 3℃/min로 변
화를 주어 냉각하였다.위와 같이 1차 소결된 시편을 다시 슬러리에 침착한 후 건
조하여 1300℃에서 2차 소결하여 3차원 망목구조를 갖는 다공성 스캐폴드를 제조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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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9.TG/DSCcurveofthepolyurethaneesterspongefoam.

(((333)))표표표면면면개개개질질질

제조한 2D 및 3D 시편의 표면을 세포의 부착과 증식이 용이하도록 하기 위해
bovineserum albumin(BSA,Sigma,USA)으로 표면 개질하였다.ED3와 ES3을
2%와 5%의 BSA 용액으로 각각 표면 개질하였다.각 시편은 BSA 용액에 완전히
잠기도록 침적하여 4℃에서 24시간동안 유지하여 시편에 코팅이 이루어지게 하였
으며,BSA 용액을 제거하고 시편을 건조하여 표면개질이 완성되도록 하였다.
본 연구에서 사용된 2D 시편과 3D 다공성 스캐폴드 및 표면 개질의 조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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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2에 나타내었다.

나나나...결결결정정정상상상 분분분석석석

각 소결 온도에 따른 상분석을 행하기 위하여 소결된 2D시편을 알루미나 유발
로 분쇄하여 x-ray diffractometer(Dmax Rint240,Rigaku,Japan)를 이용하여
XRD를 측정하였다.측정조건은 target을 CuKα로 하였고,4°/min의 스캔 속도 조
건하에서 10°에서 80°까지 측정하여 상을 확인하였다.HA가 각 소결 온도에서 α

-TCP와 β-TCP로 변화한 양은 각 상의 강도가 100이 되는 피크의 면적으로 계
산하여 구하였다.

다다다...밀밀밀도도도 및및및 기기기공공공률률률 측측측정정정

HA 입자 크기와 소결 횟수 및 냉각 속도에 따른 스캐폴드의 밀도와 기공률은
아르키메데스 법에 의해 측정하였다.측정된 밀도와 기공율의 통계적 유의성 검정
을 위하여 one-way ANOVA로 통계처리 하였으며,Duncan'sMultipleRange
Test로 유의수준 95% 범위에서 사후 검정하였다.

라라라...미미미세세세구구구조조조 관관관찰찰찰

광학 현미경(Hirox/KH 1000, Hirox Co., Japan)과 주사전자현미경(S800,
Hitachi,Japan)을 이용하여 소결 횟수와 냉각속도에 따른 3D 다공성 스캐폴드의
미세구조를 관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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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2.Thecompositionandsurfacemodifyofspecimens.
(wt%)

Type Code HA CPG PVA Dispers-
ant DMF BSA

2D
Disc

ED1 100 0 - - - -
ED2 97.5 2.5 - - - -
ED3 95 5 - - - -
ED4 90 10 - - - -

3D
Scaffold

ES1 100 0 5 0.5 10 -
ES2 97.5 2.5 5 0.5 10 -
ES3 95 5 5 0.5 10 -
ES4 90 10 5 0.5 10 -

Surface
Modified

2B-ED3 95 5 - - - 2
5B-ED3 95 5 - - - 5
2B-ES3 95 5 5 0.5 10 2
5B-ES3 95 5 5 0.5 10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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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마마...강강강도도도 측측측정정정

(((111)))이이이축축축굴굴굴곡곡곡강강강도도도

각 소결 온도에서 소결된 2D 시편의 굴곡강도를 측정하기 위하여 이축굴곡강도
를 측정하였다.시편을 5㎛의 aluminapaste를 이용하여 미세 연마한 후 반경 5
㎜인 시편 지지부에 시편을 올려놓고 cross-headspeed를 0.5㎜/min로 하중을 가
하여 시편이 파절될 때의 최대 하중을 기록하여 다음과 같은 식에 의하여 이축굴
곡강도를 계산하였다.Poisson비는 0.23으로 계산하였다.

ν ν

ν ν

S:최대강도(㎫)
P:파절하중(N)
ν :Poisson비
d:시편의 두께
:지지원의 반경(㎜)

:하중부의 원주반경(㎜)

:시편의 반경(㎜)

칼슘 포스페이트 글라스 첨가와 소결온도에 따른 이축굴곡강도의 유의성 검정
을 위하여 one-way ANOVA로 통계처리 하였으며,Duncan'sMultipleRange
Test로 유의수준 95% 범위에서 사후 검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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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2)))압압압축축축강강강도도도

HA 입자 크기와 소결 횟수 및 냉각 속도에 따른 3D스캐폴드의 압축강도를 측
정하기 위해서 5㎜ × 5㎜의 크기를 갖는 시편을 준비하여 만능시험기(4501,
Instron,UK)를 이용하여 0.5㎜/min의 속도로 가압하여 변위에 따른 압축 하중을
측정하였으며,단면적당 최대 압축 하중으로 압축 강도를 계산하였다.측정시 시편
가압면의 평탄도 불균일에 따른 영향을 제거하기 위해 두께 0.2㎜의 고무판을 압
자와 시편 사이에 놓고 가압하였다.
HA 분말의 입자 크기,CPG첨가 및 소결 횟수에 따른 압축강도의 유의성 검정

을 위하여 one-way ANOVA로 통계처리 하였으며,Duncan'sMultipleRange
Test로 유의수준 95% 범위에서 사후 검정하였다.

바바바...생생생분분분해해해 시시시험험험

CPG 첨가에 따른 3D 스캐폴드의 생분해 특성을 평가하기 위해,각 시편의 무
게를 측정하여 시편 1g당 40㎖의 비율로 유사체액(Simulatedbodyfluid,SBF)
에 침적시켰다.유사체액은 Kokubo가 제안한 용액(Table3)을 사용하였으며,이
유사체액은 인간의 혈장에서 발견 된 이온 농도와 유사하다고 알려져 있다.pH가
7.4인 유사체액에 시편을 침적하고 37℃로 유지되는 incubator에서 3,7,14일 동안
보관한 후 침적기간에 따른 각 용액의 pH를 산도 측정기(OrionpH metermodel
720A,OrionResearchInc.,USA)로 측정하였다.또한 Ca전극(Calcium electrode
model93-20,OrionResearchInc.USA)을 이용하여 각 스캐폴드에서 용출되는
Ca 이온의 농도를 측정하였다.칼슘 기준 용액(100 ppm Water Hardness
Standard,calcium chlorideascalcium carbonate,#923206,Orion,USA)100ppm
및 10ppm으로 electrodeslope을 결정한 후 침적 기간에 따른 용액 내 Ca이온
농도를 측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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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3.ReagentconcentrationforSBFpreparation

Reagents SBF, mass(g)

NaCl 8.003

NaHCO3 0.353

KCl 0.224

KH2PO4․3H2O 0.228

MgCl2․6H2O 0.305

Na2SO4 0.071

CaCl2 0.278

Adjustment pH 7.4

 Tris Needed

 HCl Need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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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사사...MMMGGG---666333세세세포포포의의의 부부부착착착 및및및 증증증식식식 시시시험험험

MG-63유사골모세포의 부착과 증식을 위해 2D 시편을 121℃에서 30분간 증기
압 멸균 소독 처리하였다.세포의 부착도 시험은 시편을 모두 4개의 군으로 나누
었다.표면 개질을 하지 않은 ED1과 ED3은 DMEM 배지에 침적하였고,나머지지
2개의 군은 2%와 5%의 BSA로 표면 개질한 2B-ED3,5B-ED3로 구성하였다.시
편을 건조시킨 다음 배양한 MG-63세포를 각 시편에 103개의 세포를 분주하고
37℃,5% CO2배양기에서 1시간 보관 후에 배지를 2㎖ 분주하고 배양기에서 배
양하였다.
세포의 부착도를 측정하기 위해서 배지 분주 후 1시간에,세포 증식율 측정을

위해 세포 부착 및 배지 분주 후 3일과 7일 후에 시편에 부착된 세포수를 측정하
였다.세포수 측정을 위해 각 측정일에 시편을 PBS로 세척하고 trypsin-EDTA
용액으로 세포를 시편에서 분리하였고,PBS용액으로 세척하고 원심분리하여 세
포를 수집하였다.수집된 세포를 TritonX-100으로 용해시키고,원심분리를 통하
여 상층의 단백질을 얻었다.Bovineserum albumin(Sigma,USA)을 표준물질로
사용하였으며,BCA proteinassayreagent(Pierce,USA)를 이용하여 각 세포의
단백질량을 595nm에서 흡광도를 측정하였다.측정된 단백질량을 세포수로 간주
하였으며,조성에 따른 세포의 부착도와 증식정도의 차이를 상대 비교하였다.
세포의 부착과 증식율의 통계적 유의성 검정을 위하여 one-wayANOVA로 통

계처리 하였으며,Duncan'sMultipleRangeTest로 유의수준 95% 범위에서 사후
검정하였다.

아아아...세세세포포포 분분분화화화 시시시험험험

2D 시편은 세포 103cell을,3D 스캐폴드는 105cell을 각 건조된 시편에 분주하
여 37℃,5% CO2배양기에서 1시간 보관 후에 MG-63세포의 분화를 유도하기
위해 10 mM β-glycerophosphate와 10-1 mM dexamethasone 및 50 ㎍/㎖
ascorbicacid를 첨가한 DMEM 배지를 2㎖ 분주하고 배양기에서 배양하였다.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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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폴드는 세포를 부착하고 배지를 분주한 후 orbitalshaker(30rpm)를 이용하여 배
양기내에서 배양하였다.배지는 매 2일 마다 교체해 주었으며 각 측정일에 시편에
서 세포를 분리하여 역전사-중합효소 연쇄반응(Reverse transcripatase-
polymerase chain reacion ; RT-PCR)으로 glyceraldehyde-3-phosphate
dehydrogenase(GAPDH)와 제 1형 교원질(TypeⅠ collagene),ALP,osteocalcin
의 발현 여부를 관찰하였다.
각 군별로 분화시킨 세포로부터 RNeasyminikit(QIAGEN,Germany)를 이용

하여,cDNA 합성에 사용될 총 RNA를 분리한 후,0.5 ㎍의 RNA를 reverse
transcritiase(Promega,USA)와 oligod(T)primer를 이용하여 42℃에서 1시간,9
5℃에서 5분간 반응시키고 4℃에서 반응을 중지시켰다.합성된 cDNA를 자외선
분광기(UV spectrophotometer;Eppendorf,Hamburg,Germany)를 이용하여 260
㎚에서의 흡광도를 측정하여 cDNA를 정량하고 순도를 검증하였다.합성된 cDNA
를 대상으로 GAPDH,TypeⅠ collagen,ALP,osteocalcinprimer로 중합효소 연
쇄반응을 시행하였다.중합효소 연쇄반응은 94℃에서 5분간 유지 후,변성반응을
94℃에서 30초,결합반응을 56℃에서 30초,중합 반응은 72℃에서 1분간 28주기를
반복하고 마지막 중합반응은 72℃에서 10분간 연장하여 반응시켰다.역전사-중합
효소 연쇄반응 산물은 1.2% agarosegel에서 전기영동 처리하여 관찰하였다.

자자자...현현현미미미경경경 관관관찰찰찰

1주 및 2주간 세포를 배양한 스캐폴드를 10% 포르말린으로 8시간 이상 4℃에
서 고정하였고,1% toluidineblue(Acros,USA)로 염색하여 imageanalysis시스
템을 이용하여 세포의 부착과 성장을 관찰하였다.
1주와 2주 및 4주간 배양한 스캐폴드를 고정과 염색 및 탈수 과정을 거쳐 주사

전자현미경(S800,Hitachi,Japan)을 이용하여 세포가 스캐폴드에서 성장하고 분화
하는 양상을 관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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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ⅢⅢ...결결결 과과과

111...HHHAAA 및및및 CCCPPPGGG의의의 분분분쇄쇄쇄 효효효과과과

상용 제품인 HA와 이를 분쇄한 HA의 입도 분석 결과와 제조한 CPG의 입도
분석 결과를 Fig.10에 나타내었다.상용 제품을 구입한 HA 분말의 분쇄 전의 평
균 입경은 약 6.9㎛로 나타났으며,6시간 분쇄 후의 평균 입경은 약 3.9㎛로 나
타남으로서 분쇄과정을 거치는 동안 평균 입경이 약 56.5% 감소함으로써 보다 미
세한 분말을 얻을 수 있었다.Attritionmill을 이용하여 6시간 분쇄한 CPG분말의
평균 입경은 약 4.5㎛였다.

222...CCCPPPGGG첨첨첨가가가량량량에에에 따따따른른른 결결결정정정상상상 변변변화화화

소결온도에 따른 결정상 분석 결과를 Fig.12에서 Fig.16에 나타내었다.1200℃
에서 1300℃의 소결온도 구간에서 ED1은 상 변화 없이 HA 피크만 나타났으나,
ED2와 ED3및 ED4는 1200℃에서부터 β-TCP가 생성되었다.1200℃에서 1300℃
의 구간에서 CPG의 비율이 증가함에 따라 β-TCP의 피크 세기와 면적이 증가하
였다.1350℃에서 소결한 ED1은 미량의 β-TCP가 나타났으며,ED2와 ED3및
ED4시편은 β-TCP와 β-TCP의 고온상인 α-TCP가 생성되었다.
정량 분석을 통하여 각 소결온도에서 생성되는 전체 TCP의 양을 Fig.17에 나

타내었다.ED1은 1300℃까지 TCP가 생성되지 않으며 1350℃에서 미량의 β-TCP
가 생성되었다.CPG가 첨가된 모든 조성에서 소결 온도가 높아질수록 TCP상의
생성량이 증가하였다.특히 ED4의 경우 1200℃에서부터 85% 이상이 β-TCP상으
로 존재하였으며,1350℃에서는 96%가 TCP로 변하였고 이 중 44%는 α-TCP로
존재하고 있었다.ED3은 1250℃에서는 약 43%가 β-TCP로 존재하고 있었으며,
1300℃에서는 약 50%가 β-TCP상인 BCP구조체를 얻을 수 있었다.이후 3D다
공성 스캐폴드의 소결온도는 1300℃로 결정하였다.



- 35 -

(a)

(b)

(c)

Fig.10.Particlesizedistributionofthepowderusedthisstudy.(a)as-
recievedHA powder,(b)milledHA powderand(c)milledCPGpowd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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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11.XRDpatternsofsinteredat1200℃.(a)ED1,(b)ED2,(c)ED3and
(d)ED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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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12.XRDpatternsofsinteredat1250℃.(a)ED1,(b)ED2,(c)ED3and
(d)ED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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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13.XRDpatternsofsinteredat1300℃.(a)ED1,(b)ED2,(c)ED3and
(d)ED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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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14.XRDpatternsofsinteredat1350℃.(a)EG1,(b)EG2,(c)EG3and
(d)EG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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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3...밀밀밀도도도 및및및 기기기공공공률률률

Attritionmilling전후의 HA 분말에 CPG를 첨가하여 제조한 3D 스캐폴드의
밀도 측정 결과를 Fig.16에 나타내었다.밀도는 모든 조성에서 냉각 속도를 1℃
/min으로 느리게 한 시편에서 더 높은 값을 나타내는 경향을 보였으며,CPG가 첨
가된 ES2,ES3및 ES4는 ES1에 비해 밀도 값이 감소하였으나 유의차는 없었다
(p>0.05).또한 각 군내에서 소결 횟수와 HA 분말 크기에 따른 밀도 값은 냉각
속도의 차이에 의해 다른 양상을 보였다.1℃/min의 냉각 속도로 냉각시킨 시편은
ES1에서만 소결 횟수가 증가함에 따른 유의차가 있었으며,나머지 군에서는 소결
횟수와 HA 분말의 크기에 따른 유의차가 없었다.그러나 3℃/min으로 냉각 한 스
캐폴드는 ES1에서 소결 횟수와 HA 분말 크기 차이에 따른 유의차가 없었으며,
나머지 군에서는 2회 소결한 시편에서 모두 유의성 있게 밀도가 증가하였다.
Fig.17에 냉각속도와 HA 분말의 입자 크기 및 소결 횟수에 따른 기공율의 변

화를 나타내었다.기공률은 소결 횟수가 증가함에 따라 감소하였으나,모든 조성과
HA 입자 크기,냉각속도 및 소결 횟수 등 모든 제조 공정에 대하여 86% 이상의
높은 기공률을 나타내었다.또한 밀도의 결과와 상반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어,밀
도가 높은 시편이 낮은 기공률을 보였다.냉각 속도와 소결 횟수 및 HA 분말의
입자 크기에 따른 기공률은 2회 소결한 시편은 HA 분말의 입자 크기에 상관없이
같은 조건의 1회 소결한 시편보다 유의하게 기공률이 낮았다(p<0.05).

444...미미미세세세구구구조조조

Fig.18과 Fig.19에 소결 횟수와 냉각 속도에 따른 광학현미경 사진을 나타내
었다.모든 스캐폴드에서 기공이 3차원적으로 서로 연결되어 있는 구조를 나타내
고 있으며,100～400㎛ 이상의 기공을 갖고 있었다.또한 소결 횟수가 증가함에
따라 스캐폴드를 구성하는 wall의 두께가 증가하였다.분쇄 후의 HA 분말을 이용
하여 제조한 스캐폴드와 분쇄 전의 HA 분말을 이용하여 제조한 스캐폴드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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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all두께의 차이점은 발견되지 않았다.
Fig.20에서 Fig.24에 HA 분말의 크기,소결 횟수 및 냉각 속도의 변화에 따른

스캐폴드의 미세구조를 주사전자현미경으로 관찰한 사진을 나타내었다.분쇄 전의
HA 분말을 이용하고,냉각속도를 3℃/min으로 냉각하여 1차 소결한 ES1은 ES3
에 비해서 많은 균열이 있는 것을 관찰할 수 있었다.이를 보다 확대한 사진에서
볼 수 있듯이,스펀지의 골격을 에워싸고 있던 슬러리가 소결 과정 중에서 충분한
치밀화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며,스펀지가 연소되면서 생긴 공간을 메우고 있지
못하였다.ES3은 ES1보다 미세 균열이 많이 제거되어 CPG 첨가로 인해 보다 충
분한 소결이 진행되었음을 알 수 있다.스캐폴드의 미세 균열 발생 여부는 HA 분
말의 입자 크기가 작을수록 감소하는 경향을 보였으나,CPG 첨가에 따른 미세균
열의 감소 효과가 HA 입자 크기변화보다 컸다.
1차 소결한 스캐폴드에 슬러리를 다시 코팅하고 재소결하여 얻은 2차 소결체

스캐폴드는 골격의 두께가 증가하였으며,1차 소결한 시편의 미세균열을 상당 부
분 메우고 있었다.또한,2차 코팅과 소결 과정을 거치면서도 내부의 기공이 막히
지 않고 3차원적으로 서로 연결되어 있는 구조를 유지하고 있었다.그러나 2차 코
팅한 슬러리의 점도와 기공이 막히는 것을 막기 위해 압축 공기를 분사함에 따라
서 균일하게 코팅이 이루어 지지 않아 균일한 두께의 wall이 형성되지 않았다
(Fig.24).
Fig.25에 소결 온도에서 3시간 유지 후 냉각을 1℃/min으로 느린 속도로 냉각

하여 제조한 1차 소결체 스캐폴드에서는 3℃/min의 냉각속도와 비교하여 골격을
이루는 wall의 미세 균열이 현저하게 감소하였다.냉각 속도를 느리게 함으로써
스캐폴드의 미세균열이 감소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1℃/min의 냉각속도로
제조한 스캐폴드에서도 3℃/min의 냉각속도와 마찬가지로 HA 입자 크기에 따른
균열의 정도나 두께의 효과는 적었다.분쇄 전의 HA 분말을 이용하여 제조한 스
캐폴드는 소결과정에서 결정 입계의 경계면에 수 ㎛의 미세 기공이 존재하였으나,
분쇄한 HA를 이용한 스캐폴드에서는 미세 기공이 발견되지 않았다.보다 고배율
로 확대한 사진에서 관찰할 수 있듯이 모든 HA 입자 크기에서 ES3의 결정입계의
크기가 ES1보다 작았다.분쇄 한 HA 분말을 이용하여 1℃/min의 냉각속도로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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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18.Opticalmicroscopicphotographof3Dscaffoldsfabricatedusing
as-receivedHA powder(×200).(a)ES1,(b)ES2,(c)ES3,and
(d)ES4foronereplication,and(e)ES1,(f)ES2,(g)ES3and
(h)ES4fordoublereplication.Thecoolingratewas1℃/min.

(a) (b)

(c) (d)

(e) (f)

(g) (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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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19.Opticalmicroscopicphotographof3Dscaffoldsfabricatedusing
milledHA powder(×200).(a)ES1,(b)ES2,(c)ES3and(d)ES4
foronereplication,and(e)ES1,(f)ES2,(g)ES3and(h)ES4for
doublereplication.Thecoolingratewas1℃/min.

(a) (b)

(c) (d)

(e) (f)

(g) (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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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20.SEM photographof3Dscaffoldsfabricatedusingas-receivedHA
powderwithonereplication.(a)ES1(×100),(b)ES1(×500),
(c)ES3(×100)and(d)ES3(×500)forcoolingrateof3℃/min.

(a) (b)

(c) (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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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21.SEM photographof3DscaffoldsfabricatedusingmilledHA
powderwithonereplication.(a)EG1(×100),(b)EG1(×500),
(c)EG3(×100)and(d)EG3(×500)forcoolingrateof3℃/min.

(a) (b)

(c) (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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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b) (c) (d)

(e) (f) (g) (h)

Fig.22.SEM photographof3DscaffoldsfabricatedwithdifferentHA
particlesizewithdoublereplicationforcoolingrateof3℃/min.
(a)ES1(×100),(b)ES1(×500),(c)ES3(×100)and(d)ES3(×500)for
usingas-receivedHA,and(e)ES1(×100),(f)ES1(×500),
(g)ES3(×100)and(h)ES3(×500)usingformilledH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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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b) (c)

(d) (e) (f)

Fig.23.SEM photographof3Dscaffoldsfabricatedusingas-receivedHA
andforonereplication.(a)ES1(×100),(b)ES1(×500)and(c)
ES1(×2000),and(d)ES3(×100),(e)ES3(×500)and(f)ES3(×2000)
forcoolingrateof1℃/m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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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b) (c)

(d) (e) (f)

Fig.24.SEM photographof3DscaffoldsfabricatedusingmilledHA and
foronereplication.(a)ES1(×100),(b)ES1(×500)and(c)
ES1(×2000),and(d)ES3(×100),(e)ES3(×500)and(f)ES3(×2000)
forcoolingrateof1℃/m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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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한 ES3의 결정입계가 가장 작았다.

555...CCCPPPGGG첨첨첨가가가에에에 따따따른른른 강강강도도도 변변변화화화

가가가...이이이축축축굴굴굴곡곡곡강강강도도도

2D 시편의 이축굴곡강도 측정 결과를 Table4와 Fig.25에 나타내었다.1300℃
까지는 모든 군에서 소결 온도가 증가함에 따라 이축굴곡강도 값이 증가하였으나,
1350℃에서는 CPG가 첨가된 군에서 이축굴곡강도 값이 감소하였다.1200℃와
1350℃에서는 1250 ,1300℃에 비해서 이축굴곡강도 값의 유의차가 있었다
(p<0.05).1250℃와 1300℃의 두 소결온도에서 ED1과 ED3간에는 이축굴곡강도
값의 유의차가 없었으며(p>0.05),ED2와 ED4는 ED1과 ED3에 비해 유의성 있게
낮은 이축굴곡강도 값을 나타내었다.ED4는 1200℃와 1350℃에서 소결하였을 때
의 강도 값이 다른 온도에서 소결하였을 때 보다 이축굴곡강도 값이 유의하게 낮
았다(p<0.05).
각 시편의 소결온도에 따른 이축굴곡강도에서 ED1은 1200℃에서만 유의하게

낮았으며,이후 소결 온도가 증가함에 따른 유의성은 없었다.ED2는 1200℃와
1250℃에서 소결한 이축굴곡강도 값이 1300℃와 1350℃에 비해 유의성 있게 높게
나타났다.ED3와 ED4의 이축굴곡강도는 1250℃와 1300℃에서 소결했을 때 나머
지 온도에 비해 유의성 있게 높았다.

나나나...압압압축축축강강강도도도

3D 다공성 스캐폴드의 압축강도 측정 결과를 Fig.26에 나타내었다.압축강도는
소결횟수와 냉각속도에 따라서 유의성이 나타났다.압축강도 값은 스캐폴드의 소
결 횟수를 2회로 제조하면 1회보다 2배 이상 유의하게 증가 하였다(p<0.05).
HA의 입자크기보다 냉각속도변화가 압축강도에 미치는 영향이 컸다.동일한 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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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4.Thechangesofbiaxialflexurestrengthwiththesintering
temperatureandamountofcalcium phosphateglass.

1200℃

Mean ± S.D.

1250℃

Mean ± S.D.

1300℃

Mean ± S.D.

1350℃

Mean ± S.D.

ED1 122.24±3.46
Aa

140.69±11.60
Aa

151.47±15.07
Aa

147.10±16.29
Ab

ED2 81.83±7.31
Ca

95.69±7.68
Ca

127.30±18.57
Bb

120.23±6.17
Bb

ED3 106.68±12.67Ba 138.16±15.09Ab 146.51±15.73Ab 103.97±11.64Ca

ED4 64.01±5.10
Da

91.30±8.45
Bb

106.73±18.28
Ba

50.98±2.71
Dc

A,B,C,D :statisticalgroupingofbiaxialflexurestrengthbetween
experimetalgroupineachsinteringtemperature(p<0.05)

a,b,c,d:statisticalgroupingofbiaxialflexurestrengthbetweem sintering
temperatureineachexperimentalgroup(p<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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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속도로 제조한 스캐폴드에서 입자크기에 의한 압축강도 값의 유의성이 없었으
며(p>0.05),각 군에서 냉각속도를 1℃/min으로 냉각하여 제조한 스캐폴드의 압축
강도 값이 3℃/min의 냉각속도로 제조한 스캐폴드보다 압축강도 값이 높았다.또
한 동일한 소결 횟수에 따른 모든 스캐폴드의 압축강도에는 유의차 없었다
(p>0.05).

666...생생생분분분해해해 특특특성성성

Fig.27과 28에 3D 다공성 스캐폴드의 생분해 특성에 관한 결과를 나타내었다.
14일간 유사체액에 침적하여 용액의 pH와 Ca이온 농도를 측정한 결과,pH는 침
적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감소하였으며,7일 이후에는 기울기가 증가하였다.14일에
서 ES1이 가장 낮은 pH를 나타내었고,ES3의 pH가 가장 높았다.
Ca이온은 모든 침적시간에 대하여 ES2,ES3,ES4가 ES1보다 많은 용출량을

나타내고 있었다.Ca이온의 농도는 모든 기간에서 Ca이온의 농도가 증가하고
있는 경향을 보였다.3일까지는 모든 군에서 기울기가 가파르게 나타나고 있어 많
은 Ca이온이 용출되는 것을 알 수 있으며 이후 7일까지는 Ca이온의 용출량이
다소 떨어지다가 다시 14일까지 증가하는 양상을 나타내고 있었다.3일에서부터
ES2는 ES1과 유사한 Ca이온의 용출량을 나타내고 있었으나,ES3와 ES4는 ES1
보다 많은 Ca이온이 용출되고 있었다.또한 침적시간이 증가함에 따라 ES1은 기
울기의 경사도가 완만해졌으나 나머지 군은 지속적인 Ca이온의 용출로 경사도가
보다 가파르게 형성되었다.14일에서 ES3의 칼슘 이온 용출량이 가장 많았다.

777...유유유사사사골골골모모모세세세포포포의의의 부부부착착착 및및및 증증증식식식율율율

Fig.29는 2D시편에 MG-63유사골모세포를 접촉시켜서 세포의 부착능과 증식
율을 측정한 결과이다.표면 개질을 하지 않은 시편에서 세포의 부착도는 세포 부
착후 2시간에 측정한 ED1의 단백질량을 기준으로 나타내었다.ED4를 제외한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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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지 시편에서 비슷한 단백질의 양을 보유하고 있었으며,CPG 첨가에 따른 세포
부착도의 유의한 차이는 없었다(p>0.05).모든 군에서 배양시간이 증가함에 따라
서 증식율이 증가하였다.3일째 ED1이 유의하게 가장 높은 세포 증식율을 나타내
었고(p<0.05),ED2와 ED3에서는 유의차 없이 나타났으며,ED4는 나머지 군에 비
해 유의하게 적은 증식율을 나타내었다(p<0.05).부착 후부터 3일까지의 증식율보
다 3일에서 7일까지의 증식율이 높게 나타났다.7일에서는 ED4를 제외한 시편에
서 증식율의 유의성이 없었다(p>0.05).
Fig.30은 ED3시편을 기준으로 표면을 BSA으로 개질한 시편의 세포 부착능과

증식율을 나타낸 그림이다.2B-ED3에서 나머지 군보다 유의성있게 높은 세포 부
착을 나타내었고(p<0.05),5B-ED3은 ED3과 유의차 없었다(p<0.05).3일과 7일에
서도 2B-ED3은 ED3에 비해 세포 증식율이 유의성 있게 증가하였으나(p>0.05),
5B-ED3은 유의차 없었다(p<0.05).

888...유유유사사사골골골모모모세세세포포포의의의 분분분화화화

2D 시편에 세포를 분주하고 3일간 배양한 시편의 역전사-중합효소 연쇄반응을
통해 GAPDH와 TypeⅠ collagen의 발현 양상을 Fig.31에 나타내고 있다.Type
Icollagen의 발현으로 시편에서 세포가 성장하여 섬유상의 세포외기질을 형성하
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2B-ED3시편에서 TypeⅠ collagen의 mRNA 발현이
증가되었다.그러나 3일 배양한 시편에서는 어느 군에서도 ALP가 발현되지 않았
다.Fig.32에서 나타낸 바와 같이,1주일간 배양한 시편에서는 ED1과 2B-ED3에
서 약하게 ALP가 발현되고 있었으며,나머지 군에서는 발현되지 않았다.TypeⅠ
collagen은 전체적으로 3일에 비해 발현되는 양이 증가하였으며,5% BSA로 표
면 처리한 5B-ED3과 ED4는 다른 군에 비해 약하게 발현 되고 있었다.
Fig.33에는 2주간 각 유전자의 발현여부를 나타내고 있다.ALP가 발현되었고,

1주보다 발현되는 양이 증가하였으며,2B-ED3에서 가장 많은 양이 발현되었다.
그러나,osteocalcin의 mRNA는 발현이 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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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34에는 스캐폴드에 세포 부착 1주 후의 GAPDH mRNA 발현 양상을 나타
낸 사진이다.ES1과 BSA로 표면 개질한 스캐폴드에서 GAPDH mRNA가 발현되
었다.그러나 typeⅠ collagen은 약하게 발현되었으며,ES1에서는 발현되지 않았
다.
Fig35에 세포를 스캐폴드에 부착한 후 4주 후의 GAPDH,TypeⅠ collagen

및 ALP의 발현 양상을 나타내었다.2B-ES3스캐폴드를 포함한 모든 스캐폴드에
서 ALP가 발현되고 있었으며,ES1과 비교하여 면적의 차이가 나지 않음으로 유
사한 발현양을 나타내고 있었다.그러나,4주의 배양기간에도 2D 시편과 마찬가지
로 osteocalcin의 mRNA는 발현되지 않았다.

999...유유유사사사골골골모모모세세세포포포의의의 현현현미미미경경경 관관관찰찰찰

Fig.36과 37에는 ES1,ES3,2B-ES3및 5B-ES3스캐폴드에 세포를 부착하고
배양한 시편을 imageanalysis시스템으로 관찰한 사진이다.ES1을 비롯한 모든
스캐폴드에서 세포가 부착하여 성장하고 있음을 알 수 있으며,2주의 스캐폴드에
서 1주 보다 많은 세포가 증식하고 있었다.세포에 염색된 정도를 관찰하였을 때
ES1이 ES3보다 많은 염색 정도를 나타내어 ES1스캐폴드에서 보다 많은 세포가
부착하여 성장하였음을 보여주고 있으며,2% BSA로 표면 처리한 2B-ES3은 ES1
과 유사한 염색 정도를 나타내고 있어 HA와 동등한 세포의 부착과 성장이 이루
어졌다.2B-ES3가 5B-ES3보다 1,2주에 걸쳐 많은 세포를 관찰할 수 있었다.이
러한 세포의 증식은 2차원 모델에서 관찰한 바와 마찬가지로 2% BSA로 표면 개
질한 시편에서 보다 많은 세포의 증식과 분화가 이루어지는 결과와 같은 양상을
보이고 있었다.1주 및 2주의 기간에서 세포가 모든 스캐폴드 표면에 부착하여 성
장하고 있으며,기공의 원 주위 내부로 성장하고 있는 모습은 볼 수가 없었다.
Fig.38과 39및 40은 세포 부착 1,2,4주 후의 스캐폴드에서 세포가 성장하고

있는 주사 전자 현미경 사진이다.1주 후에 MG-63세포가 부착하여 성장하고 있
었다.ES1에 부착하여 성장하는 세포보다 2B-ES3에 부착하여 성장하고 있는 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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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가 보다 더 크게 성장하고 있었으며,모든 군의 세포에서 세포외기질이 형성되
고 있음을 관찰할 수 있었다.2주에서는 세포가 보다 크게 성장하였고,세포외기질
이 보다 많이 형성되고 있었으며,3차원 망목 구조에 세포들이 거의 다 채우면서
성장하고 있었다.그러나 기공을 메우면서 증식하고 있지는 않았다.Fig.40에는 4
주 후의 세포 성장 사진을 보여주고 있다.세포가 골모세포의 성장과 유사한 특성
을 가지며 군락을 형성하면서 성장하였으며,보다 확대한 사진에서 볼 수 있듯이
침상형의 bone-likeapatite를 이루고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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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scforculturetime.Theyshow ratiosofthepercentageo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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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D1 ED3 2B-ED3 5B-ED3 ED2 ED4

(a)TypeⅠ collagen

(b)GAPDH

Fig.31.TypeⅠ collagenmRNA RT-PCRofMG-63cellswithsurface
modified2Ddiscafter3days.

ED1 ED3 2B-ED35B-ED3ED2 ED4

(a)ALP

(b)TypeⅠ collagen

(c)GAPDH

Fig.32.ALPandtypeⅠ collagenmRNA RT-PCRofMG-63cellswith
surfacemodified2Ddiscafter1wee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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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D1 ED3 2B-ED35B-ED3 ED2 ED4

(a)ALP

(b)TypeⅠcollagen

(c)GAPDH

Fig.33.ALPandtypeⅠ collagenmRNA RT-PCRofMG-63cellswith
surfacemodified2Ddiscafter2week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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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S1 ES3 2B-ES3

(a)TypeⅠ collagen

(b)GAPDH

Fig.34.TypeⅠ collagenmRNA RT-PCRofMG-63cellswithsurface
modified3Dscaffoldsafter1week.

ES1 ES3 2B-ES3

(a)ALP

(b)TypeⅠ collagen

(c)GAPDH

Fig.35.ALPandtypeⅠ collagenmRNA RT-PCRofMG-63cellswith
surfacemodified3Dscaffoldsafter4week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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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36.LightmicrographofMG-63cellsattachedtothe3Dscaffolds
after1week.(a)(b);ES1,(c)(d);ES3and(e)(f);2B-ES3
and(g)(h);5B-ES3.Allscaffoldswerestainedwith1% toluidine.

(a) (b)

(c) (d)

(e) (f)

(g) (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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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37.LightmicrographofMG-63cellsattachedtothe3Dscaffolds
after2weeks.(a)(b);ES1,(c)(d);ES3,(e)(f);2B-ES3and
(g)(h);5B-ES3.Allscaffoldswerestainedwith1% toluidine.

(a) (b)

(c) (d)

(e) (f)

(g) (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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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b)

(c) (d)

Fig.38.SEM photographofMG-63cellsattachedtothe3Dscaffolds
after1week.(a),(b)ES1and(c),(d)2B-ES3(aandc;×500,
bandd;×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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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b)

(c) (d)

Fig.39.SEM photographofMG-63cellsattachedtothe3Dscaffolds
after2weeks.(a),(b)ES1and(c),(d)2B-ES3(aandc;×500,
bandd;×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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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b) (c)

(d) (e) (f)

Fig.40.SEM photographofMG-63cellsattachedtothe3Dscaffolds
after4weeks.(a),(b),(c)ES1and(d),(e),(f)2B-ES3
(aandd;×200),(bande;×2000)and(candf;×1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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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ⅣⅣ...고고고 찰찰찰

골 조직 공학에서,스캐폴드 재료는 주변의 조직으로부터 새로운 뼈를 형성하거
나 골 세포나 다른 물질을 매식하기 위한 재료나 운반체로 사용된다.HA와 β

-TCP는 자연 골과 유사한 화학적 조성과 우수한 생체 적합성의 특성 때문에 스
캐폴드 재료로 널리 사용되고 있다.
조직 공학적 스캐폴드는 새로운 조직이 형성되는 동안 생분해되는 특성이 요구

된다.그러나 생체에서 분해되는 속도는 Ca/P에 의존하기 때문에 HA보다 Ca/P가
낮은 TCP를 사용하면 생분해 속도가 빨라져 생체 이식 6개월 후에 HA는 소량만
흡수되는 반면,TCP는 85% 정도가 흡수된다고 보고되었다73.따라서 최근에는 순
수한 HA나 β-TCP보다 효과적으로 골 결손부를 재생하고,분해되는 속도를 조절
할 수 있는 HA/β-TCP구조인 BCP가 스캐폴드 재료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연구
가 진행되고 있다74,75.그러나 기공이 상호 연결되어 있는 3차원 망목 다공성 재료
는 기공률이 증가하게 되면 상대적으로 기계적 특성이 약하게 된다.또한 HA 스
캐폴드가 열처리를 거치면서 내부적인 응력이 발생하여 구조체의 기둥에 미세 균
열이 발생하게 되어 강도가 저하되게 된다76.
이에 본 연구에서는 CPG를 첨가하여 HA의 생체 친화성을 저하시키지 않으면

서,우수한 특성을 갖는 스캐폴드를 제조하고자 하였다.HA에 비해 낮은 융점을
가지는 CPG를 첨가함으로써 소결과정을 통해서 생기는 부분적인 액상 소결로 스
캐폴드의 미세 균열을 제거하고자 하였다.CPG 첨가에 따른 물성의 평가를 위해
2차원 모델을 구축하여 특성을 평가하였으며,2차원 모델 특성에 따른 3차원 다공
성 스캐폴드를 제조하였다.3차원 다공성 스캐폴드의 기본이 되는 특성인 밀도와
기공률 및 압축강도를 측정하였다.또한 HA의 단점으로 지적되는 분해되는 속도
를 개선하기 위해 CPG를 첨가함으로서 2차상의 생성으로 인한 Ca/P의 감소가 이
루어져 분해속도의 향상을 기대하였다.
CPG첨가에 따른 세포 친화성을 관찰하기 위해 유사골모세포인 MG-63세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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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스캐폴드에 부착시키고 성장과 분화의 특성을 관찰 하였다.또한 스캐폴드에서
3차원적인 세포배양이 어렵기 때문에 시편의 젖음성을 향상시켜 보다 많은 세포
가 부착하여 빠른 증식이 가능하도록 BSA로 스캐폴드의 표면을 개질하였고,세포
를 부착 및 배양하여 분화가 이루어지도록 하였다.
3차원 다공성 스캐폴드는 변수를 HA 입자 크기와 소결 횟수 및 냉각 속도에

변화를 주어 폴리머 스펀지법을 이용하여 제조하였다.본 연구에 사용된 폴리머
스펀지는 폴리우레탄 에스터 스펀지로서 소수성의 성질을 가지고 있어서 HA 슬
러리의 코팅 시 젖음 상태가 좋지 않기 때문에 NaOH 수용액으로 표면을 친수성
으로 개질하여 젖음 상태를 개선시킬 수 있었다.NaOH 수용액으로 처리하면 표
면 거칠기가 증가하여 비표면적이 커지게 되고 표면 에너지가 높아지기 때문에
슬러리가 보다 균일하고 많이 피복될 수 있었다.또한 스펀지 표면에 있는 불순물
을 제거함으로써 불순물로 인한 불균일한 코팅층을 피할 수 있었다.
슬러리 제조 시에 성형 결합제로는 폴리비닐 알콜을 사용하였으며,폴리비닐 알

콜의 농도는 5%로 고정하여 보다 많은 세라믹 분말을 첨가함으로써 코팅이 보다
두꺼워지게 할 수 있었다.분산제로 사용한 ammonium polymethacrylate는 음이
온성 분산제로서 HA와 CPG의 표면을 음의 하전을 띠게 하여 각 입자들이 반발
력에 의해 분산되게 하는 electrostericdispersion메카니즘을 가진다.이때 분산제
의 함량이 너무 많아지면 입자들이 다시 응집되는 현상이 발생하기 때문에 최적
의 분산제 함량은 점도 측정에 의해서 최적의 함량을 결정하였다.
스캐폴드의 밀도는 HA 입자 크기에 따른 유의성은 나타나지 않았으며,냉각 속

도를 조절함에 따른 유의성은 나타났다.1℃/min의 속도로 느리게 냉각한 스캐폴
드는 HA 입자 크기에 따른 밀도의 유의성은 나타나지 않았으며,ES1에서만 HA
입자의 크기가 크고 1번 소결한 시편에서만 유의차가 나타났다(p<0.05).그러나
나머지군은 유의차가 없이 나타남으로써 냉각속도를 조점함에 의해 스캐폴드의
미세균열이 많이 제거되고 밀도의 유의차 없이 나타난 것으로 사료되었다.3℃
/min의 냉각속도로 냉각한 스캐폴드의 밀도는 입자의 크기에 따른 유의성보다는
소결횟수가 증가함에 따른 유의성이 나타났다.스캐폴드를 제조함에 있어 코팅하
고 소결하는 횟수를 증가시킴으로서 보다 높은 밀도를 갖는 스캐폴드의 제조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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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능하였다.또한 CPG 첨가에 따른 밀도의 유의적인 감소가 나타나지 않았다.기
공율의 측정 결과,기공률 또한 HA 입자 크기와 냉각 속도에 따른 유의성은 나타
나지 않았으며,소결횟수에 따른 유의성이 나타났다.그러나 모든 군의 스캐폴드에
서 86% 이상의 높은 기공률을 나타내고 있어서,실제 생체 내에 매식하였을 때
체액의 흐름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구조를 나타내고 있다고 생각되었다.CPG 첨
가에 의한 기공율의 변화는 관찰되지 않음으로서 밀도와 기공률에 영향을 미치지
않으면서 효과적인 BCP구조를 얻을 수 있었다.
2D시편을 이용한 상변화 분석 특성평가에서 CPG첨가에 의해서 모든 온도 구

간에서 β-TCP가 생성됨을 확인할 수 있었다.이러한 β-TCP상의 생성은 CPG를
첨가한 이전의 논문에서 확인된 것과 동일한 결과를 보여주고 있으며26-28,30,31,33-35,
HA보다 융점이 낮은 CPG에 의해서 HA 상이 β-TCP로 변하며,보다 고온인
1350℃에서는 α-TCP로 상이 변하게 된다.HA는 소결이 어려운 난소결성 재료로
서 소결온도가 높아지면 HA의 OH 그룹이 제거되고 분해가 발생하여 CaO,β

-TCP,tetarcalcium phosphate등의 상이 생성된다고 알려져 있다77.
3D 다공성 스캐폴드의 미세구조를 관찰한 결과,광학현미경 사진에서 모든 군

의 기공 크기가 약 100㎛에서 400㎛ 정도의 분포를 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기공의 크기에 따른 골형성이나 골전도에 대한 많은 연구가 있었다.
Hulbert는 46%의 기공률을 갖는 calcium aluminate원주형 시편을 개의 대퇴부에
매식하여 뼈의 재생이 이루어지기 위한 최소 기공은 100㎛ 이어야 한다고 보고
한 이후 많은 연구자들이 최적의 기공을 찾기 위한 연구가 진행되었다.Kuboki와
Tsuruga는 다양한 크기의 기공을 갖는 HA를 이용하여 300～ 400㎛의 기공 크
기를 갖는 시편에서 새로운 뼈의 생성이 가장 높았다고 보고하였다78,79.또한 세포
를 스캐폴드에 부착시키면 스캐폴드 내부로의 세포 이동은 기공의 크기와 관계가
없으며,높은 기공률을 갖는 스캐폴드에서 산소나 영양분의 원활한 공급으로 인해
세포의 증식이 증대된다.따라서 본 연구에서 제조한 스캐폴드는 새로운 뼈의 생
성에 적합한 기공의 크기를 갖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스캐폴드를 구성하고 있는 골격의 두께는 소결 횟수가 증가함에 따라 두꺼워지

는 것을 확인할 수 있고,칼슘 포스페이트 글라스를 첨가함에 따른 두께의 감소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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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찰할 수 없어서 글라스의 첨가가 스캐폴드의 골격 형성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보였다.주사전자현미경으로 관찰한 사진에서,냉각속도를 3℃/min의 속도
로 제조한 스캐폴드의 골격에는 많은 미세 균열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
이러한 미세균열은 스캐폴드의 강도를 저하시키는 요인이라 할 수 있다.HA의 실
온에서 800℃까지의 열팽창계수는 13.7×10-6/℃로 높은 열팽창계수를 가지고 있다.
따라서 스캐폴드처럼 치밀하지 않은 성형체를 소결시킬 때 승온이나 냉각속도를
조절하지 않으면 균열이 많이 생기게 된다.일반적인 유리의 열팽창계수는 0에 가
까운 값을 가지고 있어 소결 과정을 거치는 동안 열적 팽창을 하지 않게 되어
HA에 CPG를 첨가함으로서 HA에 의한 미세균열의 발생을 감소시킬 수 있다.
CPG가 5wt% 첨가된 ES3의 미세구조 사진에서는 ES1의 미세균열이 많이 감소
하였음을 관찰할 수 있었다.또한 냉각속도를 1℃/min으로 느리게 냉각한 스캐폴
드에서는 미세 균열이 보다 많이 제거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어 HA의 미세
균열을 냉각속도와 CPG를 첨가함으로서 효과적으로 제거할 수 있음을 알 수 있
었다.이러한 미세균열의 감소는 CPG가 첨가됨에 따른 β-TCP상의 생성으로 야
기되는 기계적 강도의 저하를 보상해주는 원인이 된다고 사료된다.
1차 소결된 스캐폴드에서 스펀지가 있던 자리가 소결과정 중에서 열분해 되면

서 생기는 공동이 존재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으며,이러한 공동은 모든 조성
의 스캐폴드에서 나타났다.이러한 공동과 미세균열은 1차 소결된 스캐폴드를 다
시 슬러리에 코팅시키고 2차 소결시킴으로서 감소시킬 수 있었으며,골격의 두께
도 증가시킴으로서 강도를 향상시킬 수 있었다.그러나 2차 소결된 스캐폴드는 골
격이 1차 소결 스캐폴드보다 불균일한 형태를 하고 있는데,2차 코팅과정 중에서
내부 기공이 막히지 않도록 하기위하여 압축 공기를 분사하는 과정에서 골격에
있는 슬러리가 부분적으로 제거됨으로서 생기는 형태라 생각된다.
CPG가 첨가된 스캐폴드의 미세구조를 보다 확대해서 살펴본 결과,HA 스캐폴

드에 비해서 결정 입계가 작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이러한 작은 결정 입계는 소
결시 CPG의 존재로 인한 부분적인 액상의 형성으로 핵생성이 많아짐으로서 형성
되었다고 생각된다.
일반적으로 HA 기지상에 β-TCP가 2차 상으로 생성되면 강도 값이 낮아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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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알려져 있다.그러나 Santos등은 HA에 포스페이트계와 실리케이트계 글라스
를 첨가하여 강도 측정결과 글라스를 첨가한 시편의 파괴인성이 향상되었다고 보
고하였고26,Knowles등은 HA에 Na2O-CaO-P2O5글라스를 첨가하여 굴곡강도의
향상과 결정 입계의 감소를 보고하였다28.또한 Georgiou와 Knowles는 HA에 3성
분계 글라스를 첨가하여 1300℃까지 β-TCP의 생성에도 밀도와 강도가 증가하였
으며,1350℃에서는 α-TCP의 생성으로 강도와 밀도가 감소하였다고 보고31하는
등 CPG 첨가에 따른 영향을 관찰한 대부분의 논문에서는 강도가 향상됨을 보고
하고 있었으나,본 연구에서는 강도의 향상은 이루어지지 않았다.이는 첨가된
CPG의 조성이 다르기 때문에 발생한 것으로 사료된다.CPG 첨가에 따른 강도의
향상 메카니즘은 소결과정에서 생성되는 액상이 HA 입계의 성장을 방해하여 보
다 미세한 입계를 갖는 HA를 생성시키고,치밀한 구조를 형성하기 때문에 강도가
향상된다고 알려져 있다26.본 연구의 소결온도 범위에서는 순수한 HA만으로 제조
한 ED1이 다른 군보다 높은 강도 값을 나타내었으며,CPG가 5wt% 첨가된 ED3
은 1250℃와 1300℃의 소결온도에서 ED1과 유의차 없는 강도 값을 나타냄으로서
5wt% 첨가되었을 때 가장 높은 효과를 얻을 수 있음을 알 수 있다(p>0.05).
CPG가 10wt% 첨가된 ED4시편은 ED1에 비해 모든 온도에서 유의하게 낮은
강도 값을 나타내었으며,1350℃에서는 대부분의 HA상이 α-TCP와 β-TCP로 상
변화가 이루어졌으며 가장 낮은 강도 값을 나타내었다.
3D 다공성 스캐폴드의 압축강도 측정 결과,소결 횟수가 증가함에 따라서 유의

하게 강도 값이 증가하였으며(p<0.05),HA 입자크기에 따른 유의차는 발생하지
않았다.소결온도인 1300℃에서 3시간 유지 후 냉각 속도를 1℃/min으로 느리게
조절함으로서 보다 높은 압축강도 값을 얻을 수 있었다.그러나 HA 입자 크기에
따른 강도 값의 영향은 크지 않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동일한 제조 조건으로 제
조한 스캐폴드에서 CPG를 첨가한 스캐폴드의 압축강도는 HA로 이루어진 스캐폴
드의 압축강도와 비교하여 유의차 없었다.이러한 압축강도의 결과는 2D 시편에
서의 강도 측정 결과와 다르게 나타났는데,이는 첨가된 글라스가 소결 과정을 거
치면서 부분적인 액상의 형성으로 인해 스캐폴드의 미세 균열 생성을 억제하는
효과로 해석할 수 있다.스캐폴드의 열처리 과정 중에서 발생하는 미세균열은 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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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에 많은 영향을 미치며 이러한 미세균열을 냉각속도와 코팅 횟수를 조절하여
제거해줌으로써 생성되는 β-TCP의 존재에도 강도 값의 저하가 발생하지 않았다
고 생각된다.
일반적인 세라믹 재료는 원료로 사용되는 분말의 입자크기가 미세할수록 소결

과정을 통해 보다 치밀하고 결정 입계가 작은 구조로 되어 강도가 향상되는 특성
을 나타낸다.또한 일반적인 세라믹 소결체의 기계적 성질은 미세조직내에 존재하
는 기공의 영향에 크게 좌우되며,기공의 존재는 하중이 작용되는 단면적을 감소
시키는 동시에 응력의 집중 현상으로 기공률이 증가될수록 세라믹의 강도는 저하
된다.그러나 다공성 재료는 기공률이 80% 이상이 되고,골격재료의 미세조직내에
존재하는 미세기공 뿐만 아니라 골격의 연결 구조에 의해 형성된 150㎛ 이상의
큰 기공이 대부분의 기공률을 좌우하기 때문에 일반적인 세라믹의 소결 특성과는
다른 거동을 나타낸다.다공성 스캐폴드의 큰 기공은 하중하에서 응력집중의 원인
으로 작용되지는 않기 때문에 단순한 기공률로 기계적 특성을 예측하기는 어렵고,
상대밀도를 좌우하는 요인인 골격의 굵기 또는 길이가 기계적 성질들을 좌우하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분해 특성을 살펴본 생분해 시험에서는 β-TCP가 존재하게 되면 전체적인 Ca

이온 용출이 많아지고,이는 β-TCP의 함량에 따라서 분해되는 성질을 조절할 수
있다는 기존의 논문과 동일한 결과를 보였다80.CPG 함량이 증가함에 따라서 Ca
이온이 많이 측정되었으며,14일에서 ES3가 가장 높은 Ca이온 용출량을 나타내
었다.전체 생분해 실험기간을 통해서 CPG가 첨가된 스캐폴드에서 Ca이온의 용
출량이 HA 스캐폴드보다 많았다.CPG를 첨가한 스캐폴드는 소결과정에서 β

-TCP가 생성되어 전체적인 Ca/Pratio가 HA의 Ca/Pratio보다 감소되어 생분해
속도가 증가한 것으로 사료되었다.
본 연구에서 사용된 MG-63유사골모세포는 osteoclacin과 TypeⅠ collagen을

생성하는 인간의 골모세포와 유사한 특성을 가지고 있는 세포이다.세포와 재료인
기질과의 접착은 직접적인 접착에 의한 단일 단계로 보여 지나,세포외기질(ECM)
이라는 특별한 성분의 단백질의 흡수를 포함하는 여러 단계의 공정을 거쳐 접착
하게 된다.Fibronectin,laminin,collagen,vitronectin등과 같은 많은 세포외기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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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존재하며 인테그린이라고 불리는 특이적 세포 수용체를 통해서 세포가 결합하
게 된다고 알려져 있다81.재료적인 측면에서는 세포는 소수성의 표면에 접착하여
성장하기 어렵다고 알려져 있으며,소수성을 가지는 고분자 재료의 경우는 친수성
을 부여하기위해 표면을 ECM 등으로 개질하여 사용하고 있다82,83.친수성을 가지
는 세라믹 재료에서도 이와 같은 표면 개질을 하여 세포의 부착과 증식이 빨리
이루어지게 하는 연구가 많이 진행되고 있다.HA의 표면을 EEEEEEPRGDT의 서
열을 갖는 RGD로 처리하여 세포의 부착이 많아지고,ALP활성도가 증가하며 기
질 단백질의 발현이 증가하였다는 보고가 있으며84,Durrieu등은 HA에 mercapto
그룹을 가지는 cyclo-DfKPG로 표면 처리하게 되면,짧은 배양 시간에 많은 세포
의 부착이 이루어진다고 하였다85.Deligianni등은 HA의 표면 거칠기에 따른 세
포의 부착과 증식실험에서 표면 거칠기가 거친 시편에서 보다 많은 세포가 부착
하여 성장한다고 보고하였으며86,미세기공에 변화를 주어 표면의 형태 변화에 따
른 세포의 부착을 살펴본 결과 세포의 부착은 표면의 형태에 영향을 받지 않으나
증식과 단백질함량 및 ALP는 미세 기공이 많은 시편에서 감소한다고 보고되고
있다87. β-TCP의 세포 부착능은 HA나 demineralizedbonematrix(DBM)에 비해
떨어진다고 보고되고 있다88.
본 연구에서 세포의 부착도와 증식율을 단백질량으로 측정한 결과,모든 군에서

부착된 세포의 단백질량이 비슷하였으나,10wt%의 CPG가 첨가된 시편은 부착능
이 유의하게 낮았다(p>0.05).CPG가 첨가된 ED3시편을 2%와 5%의 BSA로 표
면 개질한 2B-ED3시편에서 세포 부착이 유의하게 증가하였으나,5B-ED3시편
에서 세포 증식율은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7일에서 2%의 BSA로 표면 개질한
시편에서의 증식율이 표면 개질을 하지 않은 ED3에 비해 유의하게 증가하였다
(p<0.05).BSA로 시편의 표면을 코팅처리하는 표면개질에 의한 방법에서 5%의
농도보다 2%의 농도에서 보다 효과적인 세포의 부착과 성장이 가능함을 알 수 있
었다.
세포의 분화는 역전사-중합효소 연쇄반응에 의해 생성되는 mRNA을 통해 발현

되는 양상으로 관찰하였다.2D 시편에서는 제 1형 교원질인 TypeⅠ collagen이
발현되었으며,1주에서는 ED1과 2B-ED3시편에서 ALP의 mRNA가 약하게 발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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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었다.2주에서는 ALPmRNA가 발현되었으며,TypeⅠ collagen의 발현은 매우
적게 나타나고 있었다.또한 BSA로 표면 개질한 시편에서 발현되는 양이 순수
HA인 EG1과 유사하게 나타나고 있음으로 세포의 증식과 분화능이 떨어지는 β

-TCP의 생성으로 인한 세포의 분화를 보상하고 있었다.세포의 분화는 세포 증식
기,세포외기질의 성숙,석회화의 3단계로 진행된다.초기의 활발한 세포 증식기에
는 성장과 관련된 유전자가 높게 발현되며 TypeIcollagen의 mRNA가 최대로
관찰되고,이후 기질의 성숙이 시작되면서 ALP의 유전자가 발현된 후 석회화가
시작되면서 osteocalcin과 osteopontin의 mRNA가 발현된다고 알려져 있다.따라
서 본 연구에서 14일까지 발현되는 mRNA를 관찰한 결과,ALP는 발현되었으나
osteocalcin은 발현되지 않음으로서 아직 석회화가 진행되고 있지 않음을 알 수 있
었다.
3D 스캐폴드의 역전사-중합효소 연쇄반응에 의한 mRNA의 발현 여부에서 1주

에서는 TypeⅠ collagen은 발현되었으나 ALP는 발현되지 않았다.4주의 배양기
간을 거치면서 ALP가 발현되고 있었다.
주사전자현미경으로 관찰한 세포의 증식과 분화 양상은 모든 군에서 세포가 부

착하여 성장하고 있는 모습을 관찰할 수 있었다.1주에서 ES1과 2B-ES3스캐폴
드에서 세포가 부착하여 골모세포 형태인 길게 성장하고 있는 모습을 관찰할 수
가 있었으며,세포간의 교원질이 분비되고 있는 것을 관찰할 수 있었으며,2주에서
는 세포의 성장이 많이 이루어져 보다 큰 세포 형태를 나타냄을 확인할 수 있었
다.또한 세포가 기공 내부로 성장하고 있음을 관찰할 수 있으며,4주에서는 석회
화 물질의 침착으로 인한 결정의 성장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또한
석회화 물질이 기공 내부로까지 성장하고 있음을 관찰할 수 있었다.이러한 세포
의 성장과 분화는 CPG가 첨가된 스캐폴드와 순수 HA 스캐폴드 사이에 차이가
없이 진행되고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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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ⅤⅤ...결결결 론론론

CPG분말을 첨가한 HA의 2D및 3D시편을 제조하여 물리적 특성을 관찰하고,
유사골모세포인 MG-63세포를 이용하여 제조한 시편에 부착하여 배양한 다음 세
포의 증식과 분화를 관찰하여 다음과 결과를 얻었다.

1.CPG가 첨가된 HA의 2D 시편을 이용한 상분석 결과 1200℃에서부터 β

-tricalcium phosphate가 형성되어 biphasiccalcium phosphate구조체를 얻을
수 있었으며,1350에서 소결한 시편은 부분적으로 α-TCP가 형성되었다.

2.2D 시편을 이용한 이축굴곡강도 측정 결과,CPG가 5wt% 첨가된 시편이 125
0℃와 1300℃에서 HA만으로 제조된 시편과 유의차 없이 높은 강도 값을 나타
내었다(p>0.05).

3.3D 다공성 스캐폴드의 밀도 측정 결과,미분쇄된 HA로 2차 소결하여 제조한
스캐폴드에서 유의성 있게 높은 밀도를 얻었다(p<0.05).

4.기공율과 압축강도는 모든 군에서 HA 분말의 입자 크기에 무관하게 2차 소결
한 시편에서 유의하게 기공률이 낮았다(p<0.05).

5.3D 스캐폴드의 생분해 시험 결과,CPG가 첨가된 스캐폴드에서 높은 Ca이온
이 측정되었다.

6.2D 시편을 표면 개질하여 세포의 부착도와 증식율을 관찰한 결과,2%의
bovineserum albumin으로 표면 개질한 시편에서 세포의 부착이 미량 증가하
였으며,모든 시편에서 세포의 증식율이 증가하였다.

7.2D 시편에 세포를 부착하고 배양하여 mRNA의 발현 여부를 관찰한 결과,3일
에서 TypeⅠcollagen의 mRNA가 발현되었으며 1주에서는 ALP가 발현되기 시
작하여 2주에 발현되는 양이 증가하였으나 osteocalcin의 mRNA는 발현되지 않
았다.

8.3D 다공성 스캐폴드에 세포를 부착하고 배양하여 mRNA의 발현 여부를 관찰
한 결과,1주에서 GAPDH의 mRNA의 발현이 있었으나 TypeⅠ collagen은 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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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게 발현되었으며 ALP는 발현되고 있지 않았다.4주에서 모든 군에서 Type
Ⅰ collagen과 ALP가 발현되었다.

9.3D 다공성 스캐폴드에 세포를 부착하고 배양한 결과 현미경 관찰을 통해서 세
포가 부착하여 성장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으며,CPG를 5wt% 첨가하고,
2% BSA로 표면개질한 스캐폴드에서 보다 많은 세포가 부착하여 증식이 이루
어졌다.1주에서부터 세포외기질을 형성하고 있었으며,4주에서는 골세포로의
분화가 진행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러한 연구 결과로 보아 2성분계의 CaO-P2O5를 다양한 조성으로 HA에 첨가
하여 소결하게 되면,TCP상이 생성되어 BCP가 형성되게 됨을 확인할 수 있었
다.HA의 낮은 용해성으로 인한 단점을 TCP 상으로 인해 보완할 수 있으며,
TCP상의 존재로 인한 HA의 생체 적합성의 감소가 발행하지 않는 다공성 스캐
폴드를 제조할 수 있었다.또한 표면을 BSA로 개질함으로서 세포의 성장과 분화
가 빠르게 이루어짐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는 다공성 스캐폴드를 제조함에 있어 CPG를 첨가함으로 인해 우수한 조직

공학적 스캐폴드를 제조할 수 있다고 생각되었다.3차원적으로 세포가 성장하여
분화하지 못함으로 인해 향후 세포의 3차원 배양기술을 개선하는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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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bonetissueengineering,ascaffoldingmaterialsisusedeithertoinduce
formation ofbone from the surrounding tissue orto actas a carrieror
templateforimplantedbonecellsorotheragents.Hydroxyapatite(HA)and β

-tricalcium phosphate(TCP)havebeenwidelyusedasscaffoldmaterialsdueto
theirclosesimilarityincompositionandhighbiocompatibilitywithnaturebone.
However,thedissolutionofHA inthehumanbodyafterimplantationistoo
low toachievetheoptimalresults.Ontheotherhand,thedissolutionrateofβ

-TCP ceramicsistoofastforbonebonding.Moreover,theporousmaterials
haverelativelypoormechanicalpropertiesduetotheirinterconnectedpores.
Theaim ofthepresentstudy wasinvestigatetheeffectofthecalcium

phosphateglassonthemechanicalpropertiesof3-dimensionalporousscaffolds
as well as dense 2-dimensional pellets of HA without altering its
biocompatibility.To evaluatetheeffecton biocompatibility,proliferation and
differentiationofMG-63preosteoblast-likecellsweredeterminedafterseeding



- 88 -

ontheHA scaffoldswithvariousamountsofcalcium phosphateglass.
TheHA scaffoldsshowednosignofdecompositionbelow 1300℃.However,

biphasiccalcium phosphatewasformedduetoformationofeitherβ-TCPorα

-TCP phasesafterintroduction ofthecalcium phosphateglass.Thebiaxial
flexurestrengthwasdecreasedas α-TCPand β-TCPphasesformed.When5
wt% calcium phosphateglasswasaddedtotheHA,biaxialflexurestrength
didnotshowedsignificantdecreaseaftersinteringatboth1250℃ and1300℃
(p>0.05).Thedensitywasincreasedwithincreasingreplicationtime,however
porosityexhibitedontheoppositetrend.Thecompressivestrengthofscaffolds
didnotshowedanysignificantdifferencetothatofHA withtheamountof
calcium phosphateglassortheparticlesize(p>0.05).Thecompressivestrength
wasincreasedasincreasingreplicationtime.
Contentofreleasedcalcium ion from thescaffoldsin thesimulatedbody

fluidwasincreasedwithincreasingtheamountofthecalcium phosphateglass.
There was no significant difference in the proliferation of MG-63

preosteoblast-like cellamong the amountofthe calcium phosphate glass
(p>0.05).AttachmentofMG-63cellswasincreasedaftersurfacemodification
using2% bovineserum albumin(BSA).
TypeⅠ collagen expression was observed at3rd day in allspecimens

through2-dimensionalculture.ALPgenewasslightlyexpressedat7thdayin
surfacemodifiedwith2% BSA culturedon2-dimensionalsamplecontaining5
wt% CPG,however,nosignwasexpressedin3-dimensionalscaffolds.Type
Ⅰ collagenwasexpressedmostabundantwhenusing samplescontaining 5
wt% CPG andsubsequentlymodifiedwith2% BSA.ALP wasexpressedat
4thweekinall3-dimensionalscaffolds.
From electronmicroscopicobservation,MG-63cellweremostattachedand

proliferatedintheHA scaffoldscontaining5wt% CPG.Thecellsformedthe
extra-cellularmatrixat1stweekincellcult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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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rom these results, we successfully fabricated 3-dimensional porous
scaffolds with high biocompatibility as wellas biodegradable property and
wouldbeexpectedeffectiveintissueengineering.

Key Words : tissue engineering, scaffold, calcium phosphate glass,
hydroxyapatite, β-tricalcium phosphate,biphasic calcium phosphate,MG-63
osteoblasticcell,proliferation,differentiation,RT-PC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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