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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국국문문문 요요요약약약

나나나노노노---마마마이이이크크크로로로 복복복합합합표표표면면면구구구조조조를를를 갖갖갖는는는
티티티타타타늄늄늄의의의 세세세포포포 적적적합합합성성성

임플란트 매식체와 골 사이 계면의 안정된 생체적 결합,높은 부식 저항성 및
피로 저항성 등은 임플란트 시술에서 매우 중요하다.이 결합은 골유착을 통하여
이루어지며,이 때 임플란트의 미세 표면 조성과 형상을 최적화함으로써 표면 에
너지,생체 활성,세포 적합성을 높여 골아세포 증식을 활성화시켜야 한다.
순수 티타늄 혹은 티타늄계 합금은 대기 중에서 얇고 견고한 산화층을 형성하

며 이것은 모재의 내부식성을 향상시킴으로써 우수한 생체 친화성을 가지게 한다.
이러한 산화층의 두께와 형상을 인위적으로 조절함으로써 생체 적합성을 높이는
방법 중 최근 많이 연구되고 있는 것이 양극 산화법이다.
본 연구에서는 임플란트 표면적과 이에 따른 표면 에너지 증가를 극대화하고

동시에 골아세포 증식에 적합한 표면 거칠기를 구현하기 위해 기존의 grit
blasting법과 양극 산화법을 조합함으로써 마이크로 및 나노 단위 표면 형상을 동
시에 형성하여,재료의 표면 특성과 세포 적합성을 평가한 본 연구를 통하여 다음
과 같은 결과를 얻었다.

1.Gritblasting과 양극 산화 처리한 시편 표면에 완만한 dimple이 형성되며,그 내부
에 지름 50~100nm와 길이 300~400nm가량의 nanotube층이 모재 위에 형성되었
다.

2.기계적 연마를 거친 시편과 gritblasting처리된 시편 간의 색차가 가장 컸으며,기
계적연마를거친시편과양극산화처리된시편간의색차가가장작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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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표면 거칠기는 gritblasting에 의하여 증가하고,다시 양극 산화 처리 시 약간 감소
하였다.

4.생체 활성도 실험 결과,초기에는 NaCl결정상들이 주로 관찰되었으며,6일 침적
후에Ca또는P성분의입자가관찰되었다.

5.L-929와MG-63배양 후,시일 경과에 따라모든 군에서 증가된 세포 증식을 관찰할
수있었다.

6.세포 형태의 SEM 관찰 결과,각 시편에서 다각형과 편평형 두가지 유형의 세포가
혼재되어관찰되었다.

7.세포 부착 특성을 관찰한 결과,모든 군에서 세포가 시편 전면에 잘 부착되어 있었
으며,특히 gritblasting으로 처리한 시편과 gritblasting과 양극 산화로 처리한 시편에
서세포의촉수인filopodia와microvilli이잘분화됨을관찰할수있었다.

이상의 결과로부터 나노-마이크로 복합표면구조를 갖는 티타늄이 표면 특성이나 세
포 적합성의 측면에서 볼 때,기계적 연마나 gritblasting처리를 한 표면에 비해서 우수
하다고 할 수는 없지만,표면 에너지의 극대화와 생체 활성 물질이나 신호 전달 물질의
주입 등의 측면에서 장점이 있을 것으로 생각되며,이에 대한 연구와 아울러 생체 내에
서 골유착능력평가를위한연구또한필요할것으로사료된다.

핵핵핵심심심되되되는는는 말말말 :::임플란트,골유착,양극 산화법,나노-마이크로복합표면구조,
세포적합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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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나나노노노---마마마이이이크크크로로로 복복복합합합표표표면면면구구구조조조를를를 갖갖갖는는는

티티티타타타늄늄늄의의의 세세세포포포 적적적합합합성성성

연세대학교 대학원 치의학과

(지도 한한한동동동후후후 교수 )

심심심 동동동 욱욱욱

ⅠⅠⅠ...서서서 론론론

티타늄은 내식성이 우수하며 세포 조직에 대한 독성과 알러지 반응이 다른 금
속 재료에 비하여 매우 낮다.다른 금속에 비하여 탄성율이 낮아 이 점에서 뼈에
근접하며,단일 금속 또는 합금의 형태로 존재하더라도 내식성이 높으므로 체액과
의 반응에 의한 이온 용출의 가능성이 낮아 체내에서 독성이 거의 없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이는 티타늄의 표면이 생체 조직과의 반응에 있어서 좋은 특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LeGeros와 Craig,1993;Osborn과 Newesely,1980).
특히 치과 및 정형외과 분야에서 손상 또는 변형된 인체 부위를 교정,수복하는데
쓰이는 여러 제품의 소재로 사용되고 있다.
티타늄의 치밀한 산화층은 부식 저항성을 높일 뿐 아니라 생리 용액 구성 성분,

단백질,경조직 및 연조직이 재료 표면에 부착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함으로써 티
타늄 합금계의 우수한 생체 적합성에 기여하는 바가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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티타늄 및 그 합금계가 대기 중에 노출되었을 때 생성되는 Ti-O계 표면 산화물
중 대표적인 TiO2는 골유착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으며,1960
년대 Brånemark의 골유착 개념 도입을 계기로 현재 대부분 치과용 임플란트 재료
에 적용되고 있다(Ratner등,1996;Brånemark등,1969).그러나 이러한 산화층은
높은 생체 활성을 유도하기에는 지나치게 얇고 경도와 내마모성이 비교적 낮다.
따라서 TiO2층을 두껍고 견고하게 하거나 적절한 표면 처리를 통하여 표면 에너
지를 높임으로써 생체 활성과 골유착능을 높이려는 연구가 폭 넓게 진행되어 왔
다(DeAndrade등,2000;Cooley등,1992).현재 티타늄계 임플란트의 생체 적합
성을 높이기 위해 시도되는 방법은 표면에 두꺼운 산화막을 형성시켜 부식 저항
성을 향상시키는 방법과 새로운 재료나 물질을 표면에 붙여 생체계면(Biointerface)
에서 골형성을 유도하는 방법으로 나뉠 수 있다.산화막 형성을 위한 방법으로는
열산화법,진공 증착법,Sol-Gel법 및 양극 산화법을 들 수 있으며,그 중 가장 일
반적인 방법은 임플란트가 생체 내에서 장기간 안정할 수 있도록 전기화학적으로
상기한 표면 산화물층의 결정 구조를 변화시키거나 두께와 표면 거칠기를 조절하
는 양극 산화법이다.
양극 산화법의 직류 회로에서 양극으로 설치된 티타늄은 그 전해액의 조성,적

용하는 전압의 크기 및 산화 시간에 따라 서로 다른 형태,조성과 두께의 TiO2를
형성한다.최근에는 저전압 하에서 긴 시간 동안 양극 산화함으로써 나노 단위의
TiO2pore/tube구조를 형성함으로써,표면적을 극대화하고 tube구조 내에 신호
전달 물질을 주입할 수 있는 방법이 연구되고 있다(Gong등,2001;Ee등,2005).
임플란트 시스템에서 골유착은 매우 중요한 개념이며 골과의 접합성 개선을 위

한 표면처리 방법에 따라 많은 개선이 이루어져 오고 있다.임플란트의 표면처리
법은 표면의 거칠기를 제어하여 주변 골조직과 접촉 면적을 확대하고,생역학적
기능을 개선시켜 골과의 결합을 증대시키거나,티타늄과 골조직이 생화학적으로
결합되어 증대시키는 방법이 있다.여기에는 코팅법,gritblasting법,acidetching
법,SLA(sandblastedlargegritacidetch)법,RBM(resorbableblastmedia)법과 양
극 산화법 등이 있다.임플란트의 표면을 마이크로 단위로 거칠게 형성하면 골과 접
촉할 수 있는 표면적이 증가하여 골유착 능력이 향상된다고 보고되며,마이크로 단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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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거칠기를 가지는 임플란트 표면에서는 기계 가공된 표면보다 조골세포의 증식이 더
욱 활성화되어,동물 실험의 결과를 보면 거친 표면의 임플란트는 골과의 접촉이 더 많
이 일어나고 제거 시 더 많은 힘이 필요하다고 보고되고 있다(Abron 등,2001;
Deligianni등,2001;D'Lima등,1998).그러나 나노 단위에서의 관찰은 극히 제한적
이며,최근에는 나노 구조를 가진 표면에서 골세포의 부착과 증식이 유리하다고 보고되
면서 나노 단위의 표면 처리법에 관심을 갖기 시작하였다(ZhuX등,2004;Webster와
Ejiofor,2004).임플란트의 표면과 결합을 하는 골조직(수산화 인회석 결정)및 교원질
들이 나노 단위의 구조를 이루고 있기 때문에 임플란트 표면에 나노 단위의 구조를 형
성하는 것이 골유착에 유리하다고 보고되며,나노 구조를 형성할 수 있는 방법이 효과
적인 표면처리법으로대두되고있다(Chun등,2004).
임플란트 표면 처리법의 발전은 임플란트 임상의 발전에도 큰 기여를 하였으며

특히,골유착의 시기를 앞당겼다.이는 보철물 장착 시기의 단축 뿐 아니라,조기
하중과 즉시 하중의 시도를 가능하게 만들었다.이 중 양극 산화법은 이미 여러
임플란트 시스템에서 매식체의 표면처리법으로 이용되고 있고 계속적으로도 활발
히 연구되고 있는 방법이다.양극 산화된 산화층에 다공성 면의 존재는 표면 거칠
기와 에너지를 증가시켜 조직 세포의 ingrowth를 유발하여 증가된 임플란트 표면
과 골 사이의 접촉은 임플란트의 고정을 증진시키며,특히 초기 골조직 반응에 도
움이 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Tuan등,1992).
빠르고 견고한 골유착의 완성이 임플란트의 성공에 있어 가장 중요한 부분임은

자명한 사실이다.임플란트 표면에 나노 수준의 pore구조의 존재는 그 효용과 이
용법에 있어 충분히 연구해 볼 가치가 있는 부분이다.
본 연구의 목적은 상용 순수 티타늄에 나노 수준의 pore와 마이크로 수준의

pore를 동시에 형성한 티타늄의 높은 표면 에너지와 신호 전달 물질로서의 기능
을 가지는 임플란트 소재로서의 적용 가능성을 알아보기 위해,재료의 표면 특성
과 세포 적합성을 평가해 보고자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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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ⅡⅡ...연연연구구구 재재재료료료 및및및 방방방법법법

ⅡⅡⅡ---111...연연연구구구 재재재료료료

1mm 두께의 상용 순수 티타늄(ATSM 67,gradeIII)판재를 제조사(Supra
AlloysInc.,CA,USA)로부터 구입하여 사용하였다.

ⅡⅡⅡ---222...연연연구구구 방방방법법법

111...시시시편편편 제제제작작작

111---111...기기기계계계적적적 연연연마마마

구입한 1mm 두께의 상용 순수 티타늄 판재를 10mm ×10mm 크기로 절단
하여 총 72개의 시편을 제작하였다.시편 표면을 siliconcarbidepaper를 이용하
여 #2000까지 연마하였으며,세포 적합성 실험 시의 이온 용출 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모든 모서리를 같은 방법으로 연마하였다.제작된 모든 시편은 증류수,아
세톤 및 에틸 알코올 내에서 순차적으로 10분간 초음파 세척하였다.

111---222...GGGrrriiitttBBBlllaaassstttiiinnnggg

시편 표면에 마이크로 수준의 pore구조를 형성하여 골유착 능력 향상에 적절
한 거칠기를 형성하기 위하여 절단한 시편 72개 중 48개를 gritblasting처리하
였다.이 때 평균 지름 110 μm인 Al2O3 구형 분말(No.1583-1005,Renfer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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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ermany)을 사용하여 분말 분사기(대동산업,대한민국)내에서 4bar의 압력으로
10초간 시편에 수직으로 행하였으며,분사기 끝과 시편의 거리는 1cm였다.모든
시편은 분말 분사 후 증류수 안에서 10분간 초음파 세척하였다.

111---333...GGGrrriiitttBBBlllaaassstttiiinnnggg+++양양양극극극 산산산화화화

gritblasting처리로 마이크로 수준의 pore구조가 형성된 시편 표면에 부가적
으로 나노 수준의 pore구조를 형성하기 위하여,gritblasting처리한 시편 중 절
반인 24개의 시편을 양극 산화법으로 TiO2계 산화층을 형성하였다.산과의 반응
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Teflon®으로 전해조를 제작하고 상용 순수 티타늄을 산화
전극으로,상용 순수 백금 판재(0.5mm ×20mm ×20mm)를 환원 전극으로 회
로를 구성하여 20V에서 70분 동안 양극 산화를 행하였다.증류수에 희석된 0.5
vol% HF를 전해 용액으로,직류 전원 공급장치(Genesys600-2.6,Densei-Lambda,
Japan)를 이용하였다.모든 시편은 양극 산화 후,증류수 안에서 5분간 초음파 세
척하였다.

222...표표표면면면 특특특성성성 검검검사사사

222---111...광광광학학학 현현현미미미경경경 관관관찰찰찰

시편 표면 양상과 색을 거시적으로 관찰하기 위하여 광학 현미경(Micro
HiscopeSystem,KH-1000/MX-5030RZII,HIROX,Japan)을 이용하였으며,이 때
배율은 300:1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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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2---222...색색색차차차색색색도도도 분분분석석석

시편 표면 거칠기와 조성에 따른 색 변화를 정량적으로 측정하기 위하여 색차
색도계(Spectrophotometer,modelCM-S7w,Minolta,Tokyo,Japan)를 이용하여
색도 및 반사도를 측정하였다.각 조건에 따라 변화한 표면이 균일하다고 판단되
는 시편에 대하여 임의의 2곳을 각각 2회씩 관찰하였으며,명도 L*,채도지수 a*

및 b*,반사도,색차 ΔE를 측정하였다.이 때,CIE표준광원 D65를 광원으로,반사
각은 10°,반사파장의 측정은 가시광선 영역인 400700nm 범위에서 10nm 간격
으로 하였다.조건등색(metamerism)에 대한 분석은 하지 않았다.

222---333...주주주사사사 전전전자자자 현현현미미미경경경(((SSSEEEMMM)))분분분석석석

기계적 연마만을 거친 시편,이것을 gritblasting한 시편,이것을 다시 양극 산
화한 시편의 표면 양상과 각 시편을 SBF(simulatedbodyfluid)내에서 침적한 후
의 생체 활성을 관찰하기 위하여 주사 전자 현미경(각각 KevexSuperdryS-2700,
Hitachi,Japan,JSM-6700F,Jeol,Japan,S-800,Hitachi,Japan)을 사용하였다.

222---444...표표표면면면 거거거칠칠칠기기기 분분분석석석

기계적 연마,gritblasting,그리고 양극 산화를 거쳐 준비된 시편의 표면의 거
칠기를 거시적으로 분석하기 위하여 비접촉식 표면 조도계(non-contactsurface
roughnessprofilometer,IntekPlus,accura1500F,Seoul,Korea)를 이용하였다.
시편 당 임의의 3곳을 골라 1회씩,총 3회 측정하였다.측정 결과에 표면 거칠
기의 평균값 Ra,최저값과 최고값의 차이인 Rmax및 3차원 표면 형상을 기록하였
다.수직 분해능은 1nm,영상 배율은 10배,pixel수는 100×100,1회 측정 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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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은 0.19mm ×0.19mm,samplinglength는 1.92㎛였다.

222---555...고고고분분분해해해능능능 XXX선선선 회회회절절절 분분분석석석

각 시편 표면의 결정 구조를 정성 분석하기 위하여 고분해능 X선 회절 분석
(BrukerD8Discover,Cheshire,Britain)을 행하였다.이 때,Cu κα1선을 θ/2θ 법
으로 20°~60°내에서 주사하였으며 속도는 0.8°/min이었다.

333...생생생물물물학학학적적적 검검검사사사

333---111...생생생체체체 활활활성성성 평평평가가가

인공 유사 체액 내에서의 생체 활성을 평가하기 위하여 각 시편을 SBF내에 침
적하고 1,3,6,15일 후 채취하여 SBF구성 물질의 시편 표면 흡착 상태를 SEM
으로 관찰하였다.또한 EPMA(JXA 8900R,Jeol,Japan)와 EDS(JSM-6700F,Jeol,
Japan)를 이용하여 각 시편 표면 석출물의 조성을 분석하였다.사용한 SBF의 구성
물질을 Table1에 나타내었다.

333---222...세세세포포포 증증증식식식도도도 측측측정정정

시편 상에서의 세포 증식도를 측정하기 위해 섬유아세포와 골아세포를 사용하
였다.쥐의 섬유아세포인 L-929및 유사 골모세포 MG-63(KCLBNo.21427)을 사
용하였다.10% FBS(fetalbovineserum,Gibco,U.S.A)가 첨가된 RPMI(Gibco,
U.S.A)를 배지로 사용하여 37°C,5% CO2와 100% 습도를 유지하는 CO2배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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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VS-9108MS,VisionScientificCo.,Korea)내에서 세포를 배양하였다.

TTTaaabbbllleee111...CCCooonnnssstttiiitttuuueeennntttsssooofffttthhheeeSSSBBBFFFuuussseeedddiiinnnttthhhiiisssssstttuuudddyyy

Reagent Mass(g)orvolumein1ℓ ofsolvent
NaCl 8.00
NaHCO3 0.35
KCl 0.22

K2HPO4․3H2O 0.17
MgCl2․6H2O 0.31
1M HCl 40ml
CaCl2 0.28
Na2SO4 0.071

NH2C(CH2OH)3 6.057

gritblasting하고 양극 산화한 시편을 실험군으로,기계적 연마만을 한 시편 및
gritblasting한 시편을 대조군으로 하였으며 모든 시편은 에탄올과 증류수로 초음
파 세척하고 세포 시험 전에 고압 증기 멸균 처리를 하였다.세포 증식도 측정에
사용된 시편은 배양 2,4,6,및 8일에 각 4개씩의 시편을 처리하였다.
시편 위에서 세포를 배양하기 위하여 원심 분리하여 수집한 세포의 초기 농도

를 1.0×105cell/㎖로 분산하였다.6-wellplate안에서 200㎕의 세포현탁액을 흘
러내리지 않도록 시편 표면에 떨어뜨린 다음,배양기 내에서 3시간 동안 배양하
였다.배양 후,1.8㎖의 배양액을 첨가하였다.매 2일마다 배지를 교환하였으며
세포 증식도를 연구하기 위해 배양 2,4,6및 8일에 세포 수를 측정하였다.
각 측정 시기에 배양액을 제거한 후 0.05% trypsin-EDTA(Gibco,U.S.A)로 세포

와 시편을 동시에 처리하고 hemocytometer를 이용하여 광학 현미경 하에서 세포
수를 측정하였다.
상용 순수 티타늄의 표면처리 방법에 따른 세포 증식도의 변화량의 유의한 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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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를 분석하기 위하여 통계 처리를 수행하였다.각 표면 처리된 시편의 유의성 분
석을 위해 OnewayANOVA로 통계 처리하고,각 군 간의 유의성은 사후 분석으
로 Turkeymultiplerangetest를 실시하여 분석하였다.모든 분석은 95% 신뢰
수준에서 시행되었다.

333---333...세세세포포포 부부부착착착 및및및 형형형상상상 관관관찰찰찰

세포 증식도 측정 실험과 동일한 방법으로 분주하고 배양하여 2,4,6및 8일
후,시편 위에 부착된 세포의 형상을 주사 전자 현미경(FE-SEM,S-800,Hitachi,
Japan)으로 관찰하였다.세포를 고정하기 위해 0.1MPBS완충액(PH7.4)으로 조정한
Karnovsky고정액(2%Glutaraldehyde,2%paraformaldehyde,0.5%CaCl2)으로 12
시간 고정한 후,여분의 1차 고정액을 0.1MPBS로 30분씩 2회 수세를 하였다.수세
과정 후,세포를 탈수시키기 위하여 저 농도 알코올부터 무수알코올까지 탈수 과정을
거쳤다(50%,60%,70%,80%,90%,95%,100%).
CPD(Criticalpointdryer,HCP-2,Hitachi,Japan)에서 임계점 건조를 한 다음,시료의

전도성을 높이고 2차 전자를 많이 발산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IonCoater(EikoIB-3,
Japan)를이용하여300Å두께로코팅을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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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ⅢⅢ...연연연구구구 결결결과과과

111...표표표면면면 특특특성성성 검검검사사사 결결결과과과

111---111...광광광학학학 현현현미미미경경경 관관관찰찰찰 결결결과과과

기계적 연마한 시편,gritblasting한 시편,그리고 이것을 양극 산화를 통하여
표면에 나노 수준의 pore를 형성한 시편의 표면 형상과 색을 광학 현미경으로 관
찰한 결과를 Fig.1에 제시하였다.

Mechanically
polished Grit-blasted Grit-blasted

+Anodicoxidized

FFFiiiggg...111...AAAppppppeeeaaarrraaannnccceeeooofffeeeaaaccchhhcccppp---TTTiiisssuuurrrfffaaaccceeeooobbbssseeerrrvvveeedddbbbyyyaaannnoooppptttiiicccaaalllmmmiiicccrrrooossscccooopppeee
(((XXX333000000)))...

gritblasting 처리된 시편은 표면의 dimple로 인하여 전체적으로 어두워지고
Al2O3분말과의 충돌 시 발생한 경면으로 인하여 부분적으로 빛을 강하게 반사하
는 곳이 있었다.양극 산화를 거친 시편은 표면 산화층으로 인하여 좀 더 밝아졌
으며,부분적인 가시 광선의 반사 현상도 약화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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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222...색색색차차차색색색도도도 분분분석석석 결결결과과과

각 시편의 표면에 대한 색 측정 결과를 Table2에 나타내었다.기계적 연마를
거친 시편의 명도,즉 색의 밝기(L*)가 가장 높았으며 다음으로 gritblasting과 양
극 산화한 시편,gritblasting만 한 시편 순이었다.a*와 b*는 채도 지수로서 각 값
의 +/-는 각각 적색 및 황색,그리고 녹색 및 청색으로의 변이를 나타내며 역시
육안 관찰에 의한 자극치 직독을 계량화하기 위한 변수이나,본 연구에서는 모두
양의 값을 지녔다.표면 처리를 거치면서 a*는 증가하고 b*는 감소하였다.
색상 차(huediffernece)를 정량화하기 위하여 다음의 식

△E=[(△L*)2+(△a*)2+(△b*)2]1/2

을 이용하여 각 표면 처리에 따른 시편 간 색차를 계산하고 이를 Table3에 나
타내었다.기계적 연마를 거친 시편과 gritblasting처리된 시편 간의 색차가 가장
컸으며,기계적 연마를 거친 시편과 gritblasting과 양극 산화 처리된 시편 간의
색차가 가장 작음을 알 수 있었다.

TTTaaabbbllleee222...LLL***---aaa***---bbb***mmmeeeaaasssuuurrreeemmmeeennnttt

L* a* b*
Mechanically
polished 75.35 0.94 6.69
Grit-blasted 52.69 1.42 4.84
Grit-blasted

+Anodicoxidized 72.25 1.27 4.99

TTTaaabbbllleee333...HHHuuueee---dddiiiffffffeeerrreeennnccceee(((ΔΔΔΔEEE)))bbbeeetttwwweeeeeennnssspppeeeccciiimmmeeennnsss

Specimens ΔE
Mechanicallypolishedvs.GGGrit-blasted

Grit-blastedvs.Grit-blasted+Anodicoxidized
Mechanicallypolishedvs.Grit-blasted+Anodicoxidized

22.74
19.56
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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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편의 반사도(reflectance)를 측정하여 그 결과를 Fig.2에 나타내었다.반사도는
기계적 연마한 시편,gritblasting과 양극 산화한 시편,gritblasting한 시편 순으
로 낮아졌으며 조사된 가시광선의 파장이 증가할수록 반사도가 높아지는 경향을
보였다.

FFFiiiggg...222...RRReeesssuuullltttooofffttthhheeessspppeeeccctttrrroooppphhhoootttooommmeeettteeerrrmmmeeeaaasssuuurrreeemmmeeennnttt...

111---333...주주주사사사 전전전자자자 현현현미미미경경경(((SSSEEEMMM)))분분분석석석 결결결과과과

표면 처리 후 각 시편의 미세 표면 형상을 주사 전자 현미경으로 관찰한 결과
를 Fig.3,4,및 5에 나타내었다.gritblasting에 의하여 충분히 거칠어진(Ra ～
1.4 μm)표면의 첨단이 양극 산화 동안에 산에 의해 부식되어 무뎌지고 하방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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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괴되어 완만한 dimple이 형성되며,그 내부에 nanopore가 형성되었음을 알 수
있었다.이것은 후술할 표면 조도 측정 결과(Table4)의 경향과도 일치한다.
양극 산화 후 증류수 내에서 초음파 세척하지 않은 시편의 표면을 관찰한 결과

를 Fig.5에 나타내었다.초음파 세척하지 않은 시편 표면에는 Ti-O 계 산화물이
부정형으로 석출되어 모재를 도포하고 있었다.또 양극 산화한 시편의 단면을 관
찰한 결과를 Fig.6에 나타내었는데,지름 및 길이가 각각 약 50~100nm,300~
400nm 가량인 nanotube층이 모재 위에 형성되어 있었다.

   

                                          

                   (a)                                    (b)

FFFiiiggg...333...SSSuuurrrfffaaaccceee mmmooorrrppphhhooolllooogggyyy ooofff cccppp---TTTiiitttrrreeeaaattteeeddd bbbyyy gggrrriiittt---bbblllaaassstttiiinnnggg:::(((aaa)))XXX111,,,000000000;;;
(((bbb)))XXX222,,,000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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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b)

FFFiiiggg...444...SSSuuurrrfffaaaccceeemmmooorrrppphhhooolllooogggyyyooofffcccppp---TTTiiitttrrreeeaaattteeedddbbbyyyaaannnooodddiiicccoooxxxiiidddaaatttiiiooonnn:::(((aaa)))dddiiimmmpppllleeesss
ooofffmmmiiicccrrrooommmeeettteeerrr---ooorrrdddeeerrrfffooorrrmmmeeedddbbbyyygggrrriiittt---bbblllaaassstttiiinnnggg(((XXX555000000)));;;;;;(((bbb)))nnnaaannnooommmeeettteeerrr---ooorrrdddeeerrreeeddd
pppooorrreeesssooonnnttthhheeeiiinnnsssiiidddeeeooofffttthhheeedddiiimmmpppllleeesssbbbyyyaaannnooodddiiicccoooxxxiiidddaaatttiiiooonnn(((XXX222000,,,000000000)))...

(a) (b)

FFFiiiggg...555...SSSuuurrrfffaaaccceee mmmooorrrppphhhooolllooogggyyy ooofffcccppp---TTTiiitttrrreeeaaattteeeddd bbbyyy aaannnooodddiiiccc oooxxxiiidddaaatttiiiooonnn bbbeeefffooorrreee
uuullltttrrraaasssooonnniiiccc cccllleeeaaannnsssiiinnnggg:::(((aaa)))ppprrreeeccciiipppiiitttaaattteeesss ooonnn ttthhheee mmmaaatttrrriiixxx(((XXX111,,,000000000)));;;(((bbb)))nnnaaannnooopppooorrreeesss
bbbeeennneeeaaattthhhttthhheeeppprrreeeccciiipppiiitttaaattteee(((XXX222000,,,000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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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FFiiiggg...666...CCCrrrooossssss---ssseeeccctttiiiooonnnaaannndddttthhheeennnaaannnoootttuuubbbeeesssooonnnttthhheeessspppeeeccciiimmmeeennntttrrreeeaaattteeedddbbbyyyaaannnooodddiiiccc
oooxxxiiidddaaatttiiiooonnnaaafffttteeerrrAAAlll222OOO333gggrrriiitttbbblllaaassstttiiinnnggg(((XXX333000,,,000000000)))...

111---444...표표표면면면 거거거칠칠칠기기기 분분분석석석 결결결과과과

광 간섭에 의한 비접촉식 표면 조도 측정 결과를 Table4및 Fig.7에 제시하였
다.Ra값은 gritblasting한 시편에서 급격히 증가하고 양극 산화를 거친 후 다소
감소하였다.Rmax값 역시 gritblasting후 급격히 증가하였으며,양극 산화 후 감
소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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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TTaaabbbllleee444...SSSuuurrrfffaaaccceeerrrooouuuggghhhnnneeessssssmmmeeeaaasssuuurrreeemmmeeennntttbbbyyyiiinnnttteeerrrfffeeerrreeennnccceee---ssstttyyyllleeedddeeevvviiiccceee
aaarrrrrraaannngggeeedddtttoooRRRaaaaaannndddRRRmmmaaaxxx

[unit:μm]

Ra Rmax

Mechanicallypolished 0.41 4.81

Grit-blasted 1.36 16.57
Grit-blasted

+Anodicoxidized 1.21 11.74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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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c)

FFFiiiggg...777...333---dddiiimmmeeennnsssiiiooonnnaaalllsssuuurrrfffaaaccceeeppprrrooofffiiillleeeooofffeeeaaaccchhhssspppeeeccciiimmmeeennn bbbyyyiiinnnttteeerrrfffeeerrreeennnccceee---ssstttyyyllleee
dddeeevvviiiccceee:::(((aaa)))MMMeeeccchhhaaannniiicccaaallllllyyypppooollliiissshhheeeddd;;;(((bbb)))GGGrrriiittt---bbblllaaasssttteeeddd;;;(((ccc)))GGGrrriiittt---bbblllaaasssttteeeddd+++AAAnnnooodddiiiccc
oooxxxiiidddiiizzzeeedd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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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555...고고고분분분해해해능능능 XXX선선선 회회회절절절 분분분석석석 결결결과과과

각 시편 표면 구성 물질의 결정 구조를 파악하기 위하여 행한 X선 회절 분석
결과를 Fig.8에 나타내었다.모재의 영향에 의하여 티타늄 곡선만이 나타났고 골
유착 능력 향상에 기여하는 것으로 보고되는 anatase혹은 rutile결정상은 나타나
지 않았다.

FFFiiiggg...888...RRReeesssuuullltttooofffXXX---rrraaayyyDDDiiiffffffrrraaaccctttiiiooonnnooobbbtttaaaiiinnneeedddfffrrrooommm ssspppeeeccciiimmmeeennns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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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2...생생생물물물학학학적적적 검검검사사사 결결결과과과

222---111...생생생체체체 활활활성성성 평평평가가가 결결결과과과

생체 활성을 평가하기 위하여 각 시편을 유사 인조 체액 내에 침적한 후 1,3,
6및 15일 후 채취하여 주사 전자 현미경으로 표면 형상을 관찰한 결과를 Fig.9
에서 Fig.12까지 나타내었다.

Mechanically
polished Grit-blasted Grit-blasted

+Anodicoxidized

DDDaaayyy
111

XXX
555000000

XXX
555000000000

FFFiiiggg...999...PPPrrreeeccciiipppiiitttaaattteeesssooonnneeeaaaccchhhssspppeeeccciiimmmeeennnaaafffttteeerrriiimmmmmmeeerrrsssiiiooonnniiinnnaaannnSSSBBBFFF(((111dddaaayyyaaafffttteeerr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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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echanically
polished Grit-blasted Grit-blasted

+Anodicoxidized

DDDaaayyy
333

XXX
555000000

XXX
555000000000

FFFiiiggg...111000...PPPrrreeeccciiipppiiitttaaattteeesssooonnneeeaaaccchhhssspppeeeccciiimmmeeennnaaafffttteeerrriiimmmmmmeeerrrsssiiiooonnniiinnnaaannnSSSBBBFFF(((333dddaaayyyaaafffttteeerr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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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echanically
polished Grit-blasted Grit-blasted

+Anodicoxidized

DDDaaayyy
666

XXX
555000000

XXX
555000000000

FFFiiiggg...111111...PPPrrreeeccciiipppiiitttaaattteeesssooonnneeeaaaccchhhssspppeeeccciiimmmeeennnaaafffttteeerrriiimmmmmmeeerrrsssiiiooonnniiinnnaaannnSSSBBBFFF(((666dddaaayyyaaafffttteeerr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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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echanically
polished Grit-blasted Grit-blasted

+Anodicoxidized

DDDaaayyy
111555

XXX
555000000

XXX
555000000000

FFFiiiggg...111222...PPPrrreeeccciiipppiiitttaaattteeesssooonnn eeeaaaccchhh ssspppeeeccciiimmmeeennn aaafffttteeerrriiimmmmmmeeerrrsssiiiooonnn iiinnn aaannn SSSBBBFFF(((111555dddaaayyy
aaafffttteeerrr)))...

EPMA 및 EDS를 이용하여 전술한 시편들의 표면 조성을 분석한 결과를 Table
5에 나타내었다.초기에는 사각 형태의 NaCl결정상들이 주로 관찰되었으며,6일
침적 후부터 골형성에 관여하는 Ca 또는 P 성분의 입자가 관찰되었다.grit
blasting된 시편의 경우,Al2O3분말의 영향으로 Al도 관찰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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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TTaaabbbllleee555...TTThhheeeaaannnaaalllyyysssiiisssooofffsssuuurrrfffaaaccceeecccooommmpppooosssiiitttiiiooonnnsssooonnnttthhheeessspppeeeccciiimmmeeennnsssuuusssiiinnngggEEEPPPMMMAAA aaannnddd
EEEDDDSSS

[unitat%]

Element Day1 Day3 Day6 Day15

Mechanically
polished

C
O
Na 37.92 40.36 10.52 10.37
P 3.13
Cl 32.32 26.61 8.12 4.85
Ca 1.40 0.96
K
Al 0.093
Ti 29.75 34.03 79.97 79.76

Grit-blasted

C
O
Na 0.07 2.51 19.90
P 1.37
Cl 0.88 1.67 11.69
Ca 0.81
K
Al 13.59 15.32 6.54 7.31
Ti 85.46 80.50 93.46 58.91

Grit-blasted
+

Anodic
oxidized

C
O
Na 13.21 42.39 5.79 6.90
P 2.80
Cl 8.27 34.30 5.13
Ca 0.76 3.59 1.02
K
Al 3.14 1.18
Ti 77.76 23.31 87.48 82.98

222---222...세세세포포포 증증증식식식도도도 측측측정정정 결결결과과과

섬유아세포인 L-929의 2,4,6및 8일 배양 후 세포 증식도 측정 결과를 Table
6에 나타내었다.모든 군에서 시일의 경과에 따라 세포 수는 증가하였으나,시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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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 간의 유의성 있는 차이는 없었다.또 모든 군에서 6일차에 세포 수가 크게 증
가함을 보였다.

TTTaaabbbllleee666...TTThhheeerrreeesssuuullltttooofffttthhheeeppprrrooollliiifffeeerrraaatttiiiooonnnooofffLLL---999222999CCCeeellllllooonnnttthhheeessspppeeeccciiimmmeeennnsss
[Unit:NumberofCells(×105/㎖)]

2Day 4Day 6Day 8Day
Mechanically
polished 9.2±3.7 10.8±5.5 21.7±7.4 34.0±6.4

Grit-blasted 7.8±3.3 11.7±4.9 21.9±5.9 26.3±4.5
Grit-blasted
+Anodic
oxidized

6.9±2.5 11.1±4.3 21.3±5.3 22.3±4.8

골아세포 MG-63의 2,4,6및 8일 배양 후 세포 증식도 측정 결과를 Table7
에 나타내었다.마찬가지로 모든 군에서 시일의 경과에 따라 세포 수는 증가하였
으나,역시 시편 간의 유의차는 나타나지 않았다.또 모든 군에서 8일차에 세포
수가 크게 증가함을 보였다.

TTTaaabbbllleee777...TTThhheeerrreeesssuuullltttooofffttthhheeeppprrrooollliiifffeeerrraaatttiiiooonnnooofffMMMGGG---666333CCCeeellllllooonnnttthhheeessspppeeeccciiimmmeeennnsss
[Unit:NumberofCells(×105/㎖)]

2Day 4Day 6Day 8Day
Mechanically
polished 4.1±2.9 5.9±3.3 9.8±5.7 35.5±13.7

Grit-blasted 5.4±2.7 6.4±3.6 8.2±3.7 48.1±13.8
Grit-blasted
+Anodic
oxidized

5.5±2.8 5.6±3.0 7.2±1.4 35.7±11.6



-25-

222---333...세세세포포포 부부부착착착 및및및 형형형상상상 관관관찰찰찰 결결결과과과

각 시편에 대해서 섬유아세포인 L-929와 골아세포인 MG-63세포의 부착 특성과
형상을 관찰한 결과를 Fig.13에서 Fig.19까지 나타내었다.
세포 형태의 주사 전자 현미경 관찰에서 각 시편에서 다각형(polygonalshape)

과 편평형(flattenedshape)의 두가지 유형의 세포가 혼재된 양상을 보였는데 기계
적 연마한 시편 상에는 편평형의 세포들이,나머지 군에서는 다각형의 세포들이
약간 우세하게 관찰되었으며,모든 시편에서 세포가 잘 부착되어 있었다.
섬유아세포인 L-929세포를 관찰한 결과를 보면,군 사이에 형태적으로 큰 특징

적인 차이는 없어 보였으나,초기(2,4일째)에 기계적 연마를 한 시편 상의 세포
들이 다른 군들에 비해 분화가 상대적으로 느려 보였다.
골아세포인 MG-63세포를 관찰한 결과를 보면,4일 배양 이후에 세포가 각 시

편 전면에 긴밀히 부착되어 있었으며,특히 gritblasting한 시편과 gritblasting과
양극 산화 처리한 시편에서 세포의 촉수인 filopodia와 microvilli이 잘 분화되고
부착되어 성장하고 있음을 관찰 할 수 있었다.그리고 6일 배양 이후에는 모든
군들에서 편평형의 세포들이 주로 관찰되었고,심한 복층 구조를 이루고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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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FFiiiggg111333...TTThhheeeMMMooorrrppphhhooolllooogggyyyooofffLLL---999222999CCCeeellllllooonnnttthhheeessspppeeeccciiimmmeeennnaaafffttteeerrr222---DDDaaayyy

XXX222000000 XXX111000000000 XXX222000000000

MMMeeeccchhhaaannniiicccaaallllllyyy
PPPooollliiissshhheeeddd

GGGrrriiittt---bbblllaaasssttteeeddd

GGGrrriiittt---bbblllaaasssttteeeddd
+++

AAAnnnooodddiiiccc
oooxxxiiidddiiizzzeeedd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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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FFiiiggg111444...TTThhheeeMMMooorrrppphhhooolllooogggyyyooofffLLL---999222999CCCeeellllllooonnnttthhheeessspppeeeccciiimmmeeennnaaafffttteeerrr444---DDDaaayyy

XXX222000000 XXX111000000000 XXX222000000000

MMMeeeccchhhaaannniiicccaaallllllyyy
pppooollliiissshhheeeddd

GGGrrriiittt---bbblllaaasssttteeeddd

GGGrrriiittt---bbblllaaasssttteeeddd
+++

AAAnnnooodddiiiccc
oooxxxiiidddiiizzzeeedd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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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FFiiiggg111555...TTThhheeeMMMooorrrppphhhooolllooogggyyyooofffLLL---999222999CCCeeellllllooonnnttthhheeessspppeeeccciiimmmeeennnaaafffttteeerrr666---DDDaaayyy

XXX222000000 XXX111000000000 XXX222000000000

MMMeeeccchhhaaannniiicccaaallllllyyy
pppooollliiissshhheeeddd

GGGrrriiittt---bbblllaaasssttteeeddd

GGGrrriiittt---bbblllaaasssttteeeddd
+++

AAAnnnooodddiiiccc
oooxxxiiidddiiizzzeeedd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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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FFiiiggg111666...TTThhheeeMMMooorrrppphhhooolllooogggyyyooofffLLL---999222999CCCeeellllllooonnnttthhheeessspppeeeccciiimmmeeennnaaafffttteeerrr888---DDDaaayyy

XXX222000000 XXX111000000000 XXX222000000000

MMMeeeccchhhaaannniiicccaaallllllyyy
pppooollliiissshhheeeddd

GGGrrriiittt---bbblllaaasssttteeeddd

GGGrrriiittt---bbblllaaasssttteeeddd
+++

AAAnnnooodddiiiccc
oooxxxiiidddiiizzzeeedd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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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FFiiiggg111777...TTThhheeeMMMooorrrppphhhooolllooogggyyyooofffMMMGGG---666333CCCeeellllllooonnnttthhheeessspppeeeccciiimmmeeennnaaafffttteeerrr444---DDDaaayyy

XXX222000000 XXX111000000000 XXX333000000000

MMMeeeccchhhaaannniiicccaaallllllyyy
pppooollliiissshhheeeddd

GGGrrriiittt---bbblllaaasssttteeeddd

GGGrrriiittt---bbblllaaasssttteeeddd
+++

AAAnnnooodddiiiccc
oooxxxiiidddiiizzzeeedd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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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FFiiiggg111888...TTThhheeeMMMooorrrppphhhooolllooogggyyyooofffMMMGGG---666333CCCeeellllllooonnnttthhheeessspppeeeccciiimmmeeennnaaafffttteeerrr666---DDDaaayyy

XXX222000000 XXX111000000000 XXX333000000000

MMMeeeccchhhaaannniiicccaaallllllyyy
pppooollliiissshhheeeddd

GGGrrriiittt---bbblllaaasssttteeeddd

GGGrrriiittt---bbblllaaasssttteeeddd
+++

AAAnnnooodddiiiccc
oooxxxiiidddiiizzzeeedd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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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FFiiiggg111999...TTThhheeeMMMooorrrppphhhooolllooogggyyyooofffMMMGGG---666333CCCeeellllllooonnnttthhheeessspppeeeccciiimmmeeennnaaafffttteeerrr888---DDDaaayyy

XXX222000000 XXX111000000000 XXX333000000000

GGGrrriiittt---bbblllaaasssttteeeddd

GGGrrriiittt---bbblllaaasssttteeeddd
+++

AAAnnnooodddiiiccc
oooxxxiiidddiiizzzeeedd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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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ⅣⅣ...총총총괄괄괄 및및및 고고고찰찰찰

현재 치과 임플란트는 임상에서 많이 사용되고 있고,성공률을 더욱 높이기 위
한 연구 또한 계속 시도되고 있다.특히 임플란트 재질의 특성과 생체 적합성을
향상시키기 위한 연구들이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순수 티타늄 및 티타늄 합금계
로 제작된 임플란트는 많은 임상 실험에서 우수한 생체 적합성을 보여왔다(Davies
등,1990;Long과 Rack,1998).티타늄이 우수한 부식저항성을 보이는 것은 얇고 안
정한 TiO2 산화막이 부동태 피막으로서 존재하기 때문인데,티타늄은 대기 중에
노출되는 즉시 표면에 산화물 층을 형성하여 1초 내에 2~5nm 가량의 두께를
이룬다(Kasemo와 Laausmaa,1998).두께,형상,거칠기 및 화학적 조성 등의 산화
막의 특성은 골조직과의 반응에 영향을 주고,임플란트가 식립된 후에 시간이 경
과함에 따라 산화막이 점차 두꺼워져 금속이온의 용출을 억제하여 주위 조직에
대한 위해 작용을 줄인다(Stanford와 Keller,1991).또 산화물에 흡착된 양쪽성 OH
group과 산화물의 두께 측면에서도 금속 산화물의 나노 단위 표면 특성은 재료의
생체 적합성에 있어서 매우 중요하다(Walivaara등,1994;Healy와 Ducheyne,1992;
Albrektsson과 Hansson,1986).
임플란트를 골에 매식 시,골조직과 임플란트 사이의 결합 양상을 골유착이라 한다.

골유착은 광학 현미경 상에서 골조직과 매식체가 직접적으로결합한 상태라 하여 처음
이름이 붙여졌다.그러나 주사 전자 현미경 상에서의 연구는 매식체와 골조직 사이에
20nm의 glycosaminoglycan을 함유하는 간격이 존재함을 보여줌으로써,골유착은 임
플란트와 골조직 사이의 계면이 살아있는 골조직에 의한 매식체의 직접적인 결합으로
정의하고 있다(Albrektsson등,1994).골유착은 임플란트 재료의 생체 적합성,디자인
형태,표면 특성,수술 부위의 상태,수술 방법 및 임플란트에 가해지는 부하 방식 등에
영향을 받는데 특히,표면 특성은 골 유착에 크게 영향을 미친다(Wennerberg 등 , 1993; 

Olefjord등,1993).현재 까지 1.1~1.4㎛의 표면 거칠기(Ra)에서 최적의 골유착 능력을
보인다는 보고가 있으며,임플란트의 골유착에 대한 표면 특성의 영향에 대한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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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 골유착 정도에 가장 큰 영향을 주는 것은 표면 형상이며,산화물의 영향에
관하여는 판단하기 힘들다고 하였다(Wennerberg 등 , 1996; Buser등,1991).
나노 단위의 표면 구조에서 세포와 생체 재료 표면 사이의 반응 기전에 관한

연구는 그리 많지 않은 실정이다.양극 산화에 의해 형성된 나노 단위 구조의 티
타늄 산화층은 70nm의 크기를 가질 경우에 약 20m2/g에 달하는 표면적을 얻게
되며 반응성이 극대화되어 생체 활성의 측면에서 볼 때 매력적인 연구 분야로 관
심을 끌고 있다.
시편의 표면 형상을 광학 현미경으로 관찰해 보면 gritblasting처리된 시편은

표면의 dimple로 인하여 전체적으로 어두워졌고,양극 산화까지 거친 시편은 표면
산화층으로 인하여 좀 더 밝아졌다(Fig.1).색차 분석 결과에서는 기계 연마를 거
친 시편과 gritblasting처리된 시편 간의 색차가 가장 컸으며 기계 연마를 거친
시편과 gritblasting과 양극 산화 처리된 시편 간의 색차가 가장 작았다(Table.2,
3).
표면 처리 후 각 시편의 미세 표면 형상을 주사 전자 현미경으로 관찰하면 grit

blasting에 의하여 충분히 거칠어진 표면(Ra~1.4㎛)의 첨단이 양극 산화 동안에
산에 의하여 부식되어 무뎌지고 하방으로 파괴되어 완만한 dimple이 형성되며,그
내부에 nanopore가 형성되었음을 알 수 있었다(Fig.3-5).나노 구조 형성에 있어,
산화 초기에 전기화학적인 반응으로 티타늄 표면에 nanodot,nanofiber,nanopore및
nanotube형태로 성장하고,20분 정도에 도달하면 표면에 전체적으로 균일한
nanotube가형성된다.다른연구자들의 연구에서도nanotube형태의나노구조가균일
하게 성장한 것을 보고하였다(Oh등,2005;Hwang등,2006).본 실험에서는 마이크
로 구조를 재현하기 위해 gritblasting을 이용하였으며,마이크로 구조를 가지는 표면
에 저전압,저전류 하에서 양극 산화 처리를 시행하여 티타늄 산화막을 나노 구조로 성
장시켜서nanotube를형성하였다.양극 산화한 시편의 단면을 관찰한 결과,지름 및
길이가 각각 약 50~100nm,300~400nm 가량인 nanotube층이 모재 위에
형성되어 있었다(Fig.6).
광간섭에 의한 표면 조도 측정 결과를 보면 거칠기는 gritblasting에 의하여 증

가하고 양극 산화 후 오히려 감소하였는데(Fig.7),이는 전술한 광학 현미경 관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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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의 경향과도 일치한다.산에 의하여 굴곡의 첨단이 부식되어 dimple형상으로
발전한 결과로 생각된다.한편,양극 산화 처리된 시편의 Ra값은 1.21으로 앞서
기술한 최적의 표면거칠기(1.1~1.4㎛)의범주에속하는결과를보였다(Table4).
각 시편 표면 구성 물질의 결정 구조를 파악하기 위하여 행한 X선 회절 분석

결과,모재 영향에 의하여 티타늄 곡선만이 나타났고 골유착능 향상에 기여하는
것으로 보고되는 anatase혹은 rutile결정상은 나타나지 않았다(Fig.8).이는 부가
적인 nano단위 구조를 형성하기 위한 조건이 티타늄 표면에 아주 얇은 산화층만
형성하고,X선 회절 분석 자체의 기술적 어려움에 기인하는 것으로 생각된다.
TiO2는 비정질상태와 온도변화에 따라 anatase,rutile과 brookite의 다른 동질이상
(polymorphism)으로 존재한다.모두 같은 화학식을 지니지만 서로 다른 구조를 가지고
있으며,anatase는 915℃ 이상의 온도에서 모두 rutile로 전환된다.임플란트가 골 내에
삽입되면 티타늄 산화막이 생분자를 유도하고 결합하여 당단백질층에 둘러싸이게 되
어 치유를 촉진하게 된다.또한 산화막에서는 이온이 발생하여 금속으로부터 외부로 확
산되거나,생체 내에서는 생체 환경으로부터 산화막으로 이온이 들어온다.그러므로 체
내에서 형성된 산화막은 공기에서 형성된 산화막과는 다를 수도 있다(Kasemo와
Laausmaa,1988).
생체 활성을 평가하기 위한 시험에서 각 시편을 유사 인조 체액 내에 침적한

후,EPMA 및 EDS를 이용하여 표면 조성을 분석해 보면 사각 형태의 NaCl결정
상들이 주로 관찰되었고,6일 침적 후부터 골 형성에 관여하는 Ca또는 P성분
의 입자가 관찰되었으며,gritblasting을 한 시편의 경우는 Al2O3분말의 영향으로
Al이 관찰되었다.시편 간의 특징적인 차이는 보이지 않았지만,gritblasting과 양
극 산화 처리된 시편 상에서의 생체 활성이 기계 연마를 거친 시편과 grit
blasting처리된 시편에 비해 낮지 않음을 알 수 있었다(Fig.9-12,Table5).
Ishizawa와 Ogino(1995)는 Ca또는 P이 함유된 전해질 용액에서 양극 산화를 시
행하여 기존의 산화막에 Ca또는 P을 함유시키면 증가된 골결합 능력을 보인다고
보고하였다.나노 구조들 중에서도 nanotube가 형성되었을 때 tube내벽 쪽에서 P의
농도가 다른 곳보다 증가하는 양상을 나타내어 초기의 세포 부착과 광화에 유리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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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포 부착시 조골세포들의 촉수가 형성된 nanotube와 강하게 결합하는 양상을 나타내
어세포의부착력이증가된다는보고가있다(Briggs등,2004).
현재까지 양극 산화법은높은 전압을 적용하여 산화피막의 절연 파괴를 일으켜티타

늄 표면에 다공성의 두꺼운 산화막이 형성되도록 제작하는 방법이 이용되고 있다.이러
한 양극 산화법에 의해 형성된 다공성의 산화막은 골성장 인자나 골유전적 형태 단백질
과 같은 생활성적 성분의 저장고가 되어 골과 결합력을 보다 향상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Schreckenbach등,1999).양극 산화법에 의해서 골아세포의 부착이 촉
진되고,생체 내 적용 시 골아세포의 활동도가 높아져서 골유착이 증진될 가능성이 높
다고 보고 되고 있다(Montanaro등,2002;Rodriguez등,2003;Zhu등,2002).Gottlow
등 (2003)은 양극 산화법으로 처리한 표면을 갖는 임플란트가 SLA로 처리된 임플란트
에비해골접촉면적및회전제지력에서더우수한결과를보였다고보고하였다.
물질의 표면과 접촉하는 세포는 부착,접착 및 성장의 단계를 거친다.접착의

수준은 세포 형태,세포 분열,증식 및 분화에도 영향을 준다.그러므로 세포의 접
착은 골조직을 형성하기 위한 조골세포에 있어 중요한 초기 과정이다.조골세포의
접착,증식과 분열은 물질 표면의 형상,화학적 조성 및 표면 에너지 등과 관련이
있다.임플란트 표면의 적당한 거칠기는 골내의 세포 반응에 도움이 되며(Ong등,
1997;Wong등,1995),표면 조도에 따라서 세포 반응이 다르며 평활한 면에 비해
거친 면에서의 세포층 형성이 우수하다고 보고되었다(Vercaigne등,1998).그리고
친수성을 보이는 재료에서 세포 접착이 더 우수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Altankov와
Groth,1994).임플란트 식립 후 초기 단계에서는 임플란트와 골조직이 광학 현미
경 수준의 접촉이 아닌 계면의 세포들의 역할이 중요하다.다시 말해서,임플란트
표면 구조,화학적 조성과 산화막의 두께 등은 세포 반응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줄
수 있으며,이로 인한 높은 수준의 세포 부착,증식,분화,세포외 기질 생성과 광
화는 골유착에 도움이 된다.
생체 적합성 실험 방법에는 세포 수나 세포의 성장을 측정하는 법,세포막 투과

도의 변화를 측정하는 법,세포 내 대사를 측정하는 법,그리고 효소 활성도를 측
정하는 법 등의 여러 가지 방법이 있다.세포 수나 세포의 성장을 측정하는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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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경제적이고 쉽지만 연구자의 주관이 개입될 소지가 있고,세포막 투과도나 세
포내 대사를 측정하는 방법은 방사선 동위 원소를 사용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다.
세포 수 측정법에는 직접법과 간접법이 있는데 부착되거나 탈락한 세포를

Coultercount나 hemocytometer로 수를 측정한다.본 연구에서는 hemocytometer
로 측정하였는데 비교적 쉽고 간단한 방법이지만,만약 세포들이 표면에서 잘 분
리되지 않고 남아 있다면 측정이 정확하지 못하다는 단점이 있다.
섬유아세포인 L-929의 세포 증식도 측정 결과,모든 군에서 시일의 경과에 따라

세포 수는 증가하였으나,시편들 사이의 유의성 있는 차이는 없었다(Table6).
골아세포 MG-63도 마찬가지로 모든 군에서 시일의 경과에 따라 분주시 세포

수 보다 증가하였으나,역시 시편 간의 유의차는 나타나지 않았다(Table7).
L-929는 6일째부터,MG-63는 8일째부터 세포 수의 급격한 증가를 보이는데,

이는 그 무렵부터 시편 상에서 세포들이 두껍게 복층을 이루면서 증식하기 때문
으로 보인다.
세포 형태의 주사 전자 현미경 관찰에서 각 시편에서 다각형과 편평형의 두가

지 유형의 세포가 혼재된 양상을 보였는데(Fig.13-19),기계적 연마한 시편 상에
는 편평형의 세포들이,나머지 군에서는 다각형의 세포들이 약간 우세하게 관찰되
었으며 모든 시편에서 세포가 잘 부착되어 있었다.일반적으로 평활면에는 편평형
의 세포가,거친 면에는 다각형의 세포가 우세하게 관찰되며 다각형 세포들이 편
평형 세포들에 비해 세포 활동도가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Lauer등,2001;
Lumbikanonda등,2001).다공성 구조는 세포들에 positiveguidancecue를 제공
하여 부착을 증진시키는 반면,평활면에 부착한 세포들은 주로 가장자리 부위에서
면과 접촉하게 되는데 여기서 발생하는 반발 신호(repulsivesignal)는 filopodia의
위축을 가져오게 된다.이런 세포들은 잘 분화된 stressfiber가 세포를 가로질러
세포 몸체의 긴장을 유발하여 편평한 형태를 보인다(Zhu등,2004).여기에는 세
포 표면 단백질인 fibronectin과 혈장 및 조직 단백질인 vitronectin의 작용도 관여
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Chappard등,1999).
각 시편에 대한 섬유아세포인 L-929세포의 부착 특성을 관찰한 결과를 보면,

군 사이에 형태적으로 큰 특징적인 차이는 없어 보였으나,초기(2,4일째)에 기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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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 연마를 한 시편 상의 세포들이 다른 군들에 비해 분화가 상대적으로 느려 보
였다(Fig.13-16).
골아세포인 MG-63세포의 부착 특성을 관찰한 결과를 보면,4일 배양 이후에

세포가 시편 전면에 긴밀히 부착되어 있었으며,세포의 촉수인 filopodia와
microvilli이 부착되어 성장하고 있음을 관찰 할 수 있었다.6일 배양 이후에는
모든 군들에서 편평형의 세포들이 주로 관찰되었고,심한 복층 구조를 이루고 있
었다(Fig.17-19).이는 세포가 seeding후,순차적으로 시편 위에 부착되고,배지
나 부유액 속에 남아있던 세포가 부착된 세포 위에 다시 부착되는 현상으로 보여
지며,세포 증식도와도 관련이 있어 보인다.
각 시편에서 초기 접착의 양상은 시기적으로 차이가 있었으나 먼저 세포가 초

기 부착 후 돌기를 형성해서 퍼져나가고 성장하고 분화하며 시편 전체에 퍼져 막
을 형성하고,이 세포 돌기들이 번들 형태를 이루며 복층화가 되었다.

이상의 결과로부터 나노-마이크로 복합표면구조를 갖는 티타늄이 표면 특성이나
세포 적합성의 측면에서 기계적 연마나 gritblasting처리를 한 표면에 비하여 우수
하다고 할 수는 없지만,표면 에너지의 극대화와 생체 활성 물질이나 신호 전달 물질의
주입 등의 측면에서 장점이 있을 것으로 생각되며,생체와 혈액 내의 단백질들이 표면
에 신속히 흡착되어 조골세포들의 부착과 증식을 촉진시켜 빠른 골유착의 유도가 기대
된다.앞으로이에대한심도있는연구가필요할것으로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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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ⅤⅤ...결결결 론론론

Cp-Ti에 기계적 연마,gritblasting및 양극 산화로 처리한 후,표면 특성과 세
포 실험을 바탕으로 한 세포 적합성 평가를 통해 다음과 같은 결과를 얻을 수 있
었다..

1.Gritblasting과 양극 산화 처리한 시편 표면에 완만한 dimple이 형성되며,그 내부
에 지름 50~100nm와 길이 300~400nm가량의 nanotube층이 모재 위에 형성되었
다.

2.기계적 연마를 거친 시편과 gritblasting처리된 시편 간의 색차가 가장 컸으며,기
계적연마를거친시편과양극산화처리된시편간의색차가가장작았다.

3.표면 거칠기는 gritblasting에 의하여 증가하고,다시 양극 산화 처리 시 약간 감소
하였다.

4.생체 활성도 실험 결과,초기에는 NaCl결정상들이 주로 관찰되었으며,6일 침적
후에Ca또는P성분의입자가관찰되었다.

5.L-929와MG-63배양 후,시일 경과에 따라모든 군에서 증가된 세포 증식을 관찰할
수있었다.

6.세포 형태의 SEM 관찰 결과,각 시편에서 다각형과 편평형의 두가지 유형의 세포
가혼재되어관찰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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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세포 부착 특성을 관찰한 결과,모든 군에서 세포가 시편 전면에 잘 부착되어 있었
으며,특히 gritblasting으로 처리한 시편과 gritblasting과 양극 산화 처리한 시편에서
세포의촉수인filopodia와microvilli이잘분화됨을관찰할수있었다.

이상의 결과로부터 나노-마이크로 복합표면구조를 갖는 티타늄이 표면 특성이나 세
포 적합성의 측면에서 볼 때,기계적 연마나 gritblasting처리를 한 표면에 비해서 우수
하다고 할 수는 없지만,표면 에너지의 극대화와 생체 활성 물질이나 신호 전달 물질의
주입 등의 측면에서 장점이 있을 것으로 생각되며,이에 대한 연구와 아울러 생체 내에
서 골유착능력평가를위한연구또한필요할것으로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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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TThhheeecccyyytttooocccooommmpppaaatttiiibbbiiillliiitttyyyaaannndddsssuuurrrfffaaaccceeeppprrrooopppeeerrrtttiiieeesssooofff
tttiiitttaaannniiiuuummm wwwiiittthhhmmmiiicccrrrooo---nnnaaannnooohhhyyybbbrrriiidddssstttrrruuuccctttuuurrreee

DDDooonnnggg---WWWooooookkkSSShhhiiimmm
DepartmentofDentistry,TheGraduateSchool,YonseiUniversity

(DirectedbyProf.DDDooonnnggg---HHHooooooHHHaaannn,D.D.S.,M.S.D.,Ph.D.)

The mostimportantconcernsin the implantoperation are the stable
biologicalintegrationbetweentheimplantfixtureandtheboneaswellashigh
resistanceagainstcorrosionandfatigue.Theintegrationisperformedthrough
osseointegraion.Atthispoint,optimizingmicrotopographyandmorphologyof
the implantsurface activates the proliferation ofosteoblasts by increasing
surfaceenergy,biologicalactivityandcytocompatibility.
PureTiorTialloy formsthin and stableoxidelayerin theairwhich

introducegoodbiocompatibilitybyenhancinghighresistanceagainstcorrosion.
Currently,anodizing oxidation isoneofthemostcommonly used methods
enhancingbiocompatibilitybycotrollingoxidelayerthicknessandmorphology.
Thisstudy performed with micro-nano hybrid structure formed by grit

blastingandanodizingoxidationtomaximizeimplantsurfaceareaandsurface
energyincrease,andtomakepropersurfaceroughnessfortheproliferationof
osteoblasts.Anditdemonstratedthefollowingresults.

1.Thegentledimpleswereformedonthesurfaceofspecimenstreatedby
gritblastingand anodicoxidation.Thenanotubelayerof50to100nm in
diameterand300to400nm inlengthwasformed.
2.Thehue-differencebetween specimenstreated by mechanicalpolish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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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d thoes treated by grit blasting was the greatest,and that between
specimens treated by mechanicalpolishing and thoes treated by anodic
oxidationwastheleast.
3.Thesurfaceroughnessincreasedintermsofgritblastinganddecreased

intreatingagainbyanodicoxidation.
4.TheresultsofbioactivitystudyshowedthatNaClcrystalswereusually

observed in theearly study,and particlesofCaorP wereobserved after
immersionfor6days.
5.After culturing L-929 and MG-63,increases number of cells were

examinedineverygroupastimewentby.
6.WhenoservingSEM ofcelltypes,2typesofcellssuchaspolygonaland

flattenedtypealloccurred.
7.In observation ofcharacteristicsofcellattachment,cellswereclosely

attachedtospecimensalloverthesurface.Inspecimenstreatedbygritblasting
andthosetreatedbygritblastingandanodicoxidation,wecouldeasilynotice
thatfilopodiaaswellasmicrovilli,thepalpusofcells,werewelldifferentiated.

On thebasisoftheresultsofthisstudy,although Tiwith micro-nano
hybrid surfacestructurewerenotto beconsidered superiorto thesurface
structure with mechanicalpolishing or grit blasting in view of surface
propertiesand cytocompatibility,wecan neverthelessconcludethatTiwith
micro-nanohybridstructurehaveadvantagesintermsofthemaximizationof
surfaceenergyandinjectionofbioactivematerialsorsignaltransfermaterials.
Furtherresearchneedstobedoneinthisaswellasosseointegrationabillityin
vivo.

KKKeeeyyywwwooorrrdddsss:::implant, osseointegration, anodic oxidation, micro-nano hybrid
structure,cytocompatibil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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