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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요약 

 

백서 악골에 매식된 티타니아 나노입자의 

생체 내 분포에 관한 연구 

 

치아 결손 부위 수복을 위해 치과용 임플란트가 널리 사용되면서 임플란트 

식립체의 표면 특성을 향상시킴으로써 악골과의 골유착을 증진시키기 위한 연

구가 활발하게 진행되는 가운데 최근에는 골조직을 구성하는 유기물과 무기물

이 나노구조화 되어있다는 사실을 고려하여 임플란트 표면을 나노 단위로 개

질화하는 방법들이 연구되어 왔다. 티타늄 임플란트 표면에 형성되는 자연 산

화막의 주성분과 동일한 물질인 티타니아를 표면처리에 이용할 경우 임플란트

의 골유착을 증진시킬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어 티타니아 나노 입자를 이용하

여 표면처리를 시행한 임플란트 식립체 개발을 위한 노력이 이루어지고 있으

며, 이를 인체에 적용하기 위해서는 임플란트 표면에서 박리될 수 있는 나노 

입자의 유해성에 대한 검증이 선행되어야 한다. 따라서 본 연구는 나노 티타

니아 표면처리를 시행한 치과용 임플란트의 생체 적합성 검증 연구로서 악골 

내에 매식한 티타니아 나노 입자의 골 내 반응과 생체 내 분포를 확인하기 위

하여 웅성 백서의 상악골에 골 결손부 형성 후 티타니아 나노 입자를 매식하

고 1주, 2주, 4주 후에 희생하여 골 내 매식부위의 육안적, 조직학적 소견을 

관찰하고 뇌, 심장, 폐, 간, 장 조직 내 티타니아 집적도를 분석한 결과 다음

과 같은 결론을 얻었다. 

 

1. 티타니아 나노 입자는 매식된 악골 내에서 초기에 주변 조직의 염증 

및 이물반응을 유발하였으나 장기적으로는 조직 내 반응성이 점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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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소하는 양상을 보였으며 주변의 골 결손부에서는 정상적인 골 

형성이 진행되었다. 

2. 티타니아 나노 입자 매식 1주 후에 폐에서 티타니아 집적도의 증가가 

나타났으나 이후 감소하였으며, 폐 이외 전신 장기에 티타니아가 

집적되는 증거는 나타나지 않았다. 

 

따라서 악골 내에 매식된 티타니아 나노 입자가 주변 조직이나 전신 타 

장기에 장기적으로 유해한 영향을 미칠 가능성은 낮다고 할 수 있으며, 본 

연구의 제한점을 보완하여 보다 많은 개체수를 대상으로 후속 연구를 

진행한다면 티타니아 나노 입자의 국소적, 전신적 유해성 검증을 위한 더 

많은 정보를 얻을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핵심되는 말 : 티타니아, 나노 물질, 유해성, 생체 내 분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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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혜  영 

 

Ⅰ. 서  론 

 

치과용 임플란트란 치아 상실을 수복하는 고정성 또는 가철성 보철물의 지

지와 유지를 얻기 위하여 점막 또는 골막측 하방 및 골 등의 구강조직에 식립

되는 주로 금속의 이물 성형재료의 장치로서, 식립된 식립체 위에 상부 구조

물을 제작하여 보철물로 사용한다(대한구강악안면임프란트학회, 2004). 현재 

치과용 임플란트는 1980년대 초반 Brånemark 및 그 연구자들에 의해 제시

된 골유착(osseointegration)을 기본 원리로 한다(Brånemark, 1983; Lee et 

al., 2010). 임플란트가 식립 후 장기간 안정적으로 기능하는 데에는 매식부

위 골조직의 상태와 구조, 수술 기법, 수술시의 기계적인 고정, 임플란트와 조

직간의 적합도, 임플란트의 형태, 표면 거칠기 및 표면처리 방법, 초기 하중 

등이 영향을 미친다고 보고되고 있다(고영한, 2000; Lavenus et al., 2010). 

치과용 임플란트의 주요 소재인 티타늄(titanium : Ti)은 산소가 포함된 환

경에 노출되었을 때 그 표면에 티타늄 산화물 층이 지속적으로 형성되며 그 

두께는 보통 2~5nm 이다. 티타늄 표면의 산화물 층은 생체 내에서 금속 이

온의 용출을 억제하여 부식 저항성을 나타냄으로써 티타늄의 생체적합성을 증

가시키며(김성중 and 최진섭, 2007) 주변의 생체 조직과 직접 접촉하여 임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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란트의 골유착에 중요하게 작용하는데(Brånemark, 1983; Park, 2008) 자연 

생성되는 산화물 층과 주변 골의 골유착은 강도가 약하여 임플란트가 지속적

으로 기능하는데 충분하지 않다 (Lee et al., 2010). 따라서 티타늄 산화물 층

을 두껍고 견고하게 하거나 다양한 표면처리 방법을 이용하여 표면 에너지를 

높임으로써 임플란트의 골유착을 증진시키려는 연구들이 폭넓게 진행되어 왔

다(김성중 and 최진섭, 2007; Lavenus et al., 2010). 자연적인 골은 교원질

(collagen)과 수산화인회석(hydroxyapatite)을 주성분으로하는 유기물과 무

기물로 구성되어 있으며 나노 구조화 되어있다. 이는 체내의 골세포가 마이크

로 단위보다는 나노 단위 구조와의 결합에 적합함을 뜻한다. 따라서 임플란트 

표면을 나노 단위로 개질화 하는 방법이 연구되기 시작하였으며(김성중 and 

최진섭, 2007), 실제로 여러 연구들에서 나노 단위 구조를 가지는 표면에서 

마이크로 단위 구조의 표면에 비하여 더 높은 표면활성과 골모세포의 부착, 

기능 활성 증가, 골유착 강도의 증가가 나타남이 입증되었다(Lavenus et al., 

2010; Sato et al., 2008). 

티타니아(titania, titanium dioxide : TiO2)는 티타늄 산화물로서 티타늄 표

면에 형성되는 자연 산화막의 주성분이다. 티타니아 나노물질은 물에 잘 녹지 

않는 저독성 물질로서 분말입자의 크기가 수십 나노미터 수준으로 작아지면 

나타나는 광촉매, 자외선 흡수 등의 특성을 이용하여 염료 및 자외선 차단 재

료, 각종 코팅제, 윤활제, 화장품, 제지, 촉매제 등 광범위한 영역에서 이미 활

용되고 있다(최세훈 et al., 2010; Baan et al., 2006). 티타늄 임플란트 표면

에 자연적으로 생성되는 산화막과 동일 성분인 티타니아 나노물질을 임플란트 

표면 처리에 이용할 경우 표면 피복재의 박리를 최소화 하면서 주변의 골형성 

반응을 활성화 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며 특히 수산화 인회석 피복 등과 

복합 적용하여 골형성 유도를 촉진시키고자 하는 연구들이 진행되어왔다(Lee 

et al., 2010; Sato et al., 2008). 

티타니아 나노물질의 위해성에 관하여, 경구 복용 및 피부 도포시 큰 

위험도의 증가는 보고되지 않았으나 폐 흡인시의 염증반응 및 발암성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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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려가 있어왔다. 고농도의 티타니아 나노물질을 반복적으로 흡인할 경우 

호흡기 상피세포에 입자가 축적되어 염증 반응의 증가와 활성산소의 증가, 

세포 손상, 섬유화로 이어지는 일련의 과정을 통하여 궁극적으로 발암성을 

높이는 결과를 초래한다는 연구를 토대로, 2006 년 International Agency for 

Research on Cancer(IARC)에서 티타니아 입자를 인간에게 암을 유발할 

가능성이 있는 물질로 규정하였다. 그러나 티타니아 분진이 발생하는 

작업장의 근로자들을 대상으로 역학연구를 시행하였을 때 대부분의 연구에서 

티타니아 분진 노출 정도와 암 발생률의 연관관계를 증명할 수 없었다(Baan 

et al., 2006). 티타니아의 위험성에 대한 기존의 동물실험은 주로 흡인시에 

입자 크기, 구조, 노출 시간 등에 따른 위해도의 차이와 관련하여 

이루어져왔으며 생체 내 분포에 관한 연구는 거의 없었는데, 최세훈 등이 

백서에서 나노 티타니아 분말 흡인 후 생체 내 분포를 연구하여 전신의 타 

장기로 퍼지는 직접적인 증거는 찾을 수 없음을 보고한 바 있다(최세훈 et al., 

2010). 그러나 탄소, 이리듐 등의 다양한 나노 물질이 혈류를 통해 전신순환 

하였을 때 간, 비장, 폐 등에 축적되어 나타나는 결과들이 여러 연구에서 

보고되어왔다(Kreyling, 2002; Oberdörster et al., 2002). 이러한 연구들을 

토대로 티타니아 나노물질로 표면처리를 시행한 임플란트를 악골 내에 

식립하였을 때 표면에서 티타니아 입자가 박리될 경우 주변 골조직에 

분포하여 영향을 주거나 혈류를 통해 전신순환하여 타 장기에 저류될 

가능성을 생각해볼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를 통해 악골내에 매식한 티타니아 나노입자의 골내 반응과 

생체 내 분포를 확인하여 주변 악골 및 타장기 저류 및 위해 가능성을 

검증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하여 웅성 백서의 악골에 drilling hole 을 형성한 

후 실험군에 티타니아 나노입자를 매식하고 1 주, 2 주, 4 주에 희생하여 

각각의 매식부위 조직학적 소견을 관찰하고 타 장기 조직 내 집적도를 

분석하여 체내 분포를 조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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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연구 대상 및 방법 

 

 

1. 연구 대상 및 재료 

 

본 실험은 8주령의 수컷 웅성 백서(Male Spraque-Dawley rat; 250-

300g) 8마리의 상악골 우측 부위를 이용하였다. 암컷의 경우 호르몬의 변화

나 임신 등에 의해 결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수컷만을 이용하였다. 실험동

물은 연세대학교 의료원 임상 의학 연구센터의 동물 실험 지침에 따랐다. 

티타니아 나노물질은 한국과학기술연구원이 공급한 평균 크기 23nm의 티

타니아 분말을 사용하였다. 

 

 

2. 연구 방법 

 

가. 실험 설계 

 

웅성 백서의 상악골 우측에 골결손을 형성한 후 티타니아 나노물질을 매식

한 군을 실험군으로, 매식하지 않은 군을 대조군으로 설정하였다. 대조군은 

실험 후 1주, 실험군은 세 군으로 나누어 각각 실험 후 1주, 2주, 4주 경과 

후에 희생하였다. 실험동물은 CO2 asphyxiation chamber를 이용하여 희생하

여 실험부위 상악골 및 장기를 적출하여 상악골의 육안적, 광학현미경적 소견

을 관찰하고 적출한 장기는 조직 내 티타니아 집적도를 분석하였다. 실험설계

는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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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Study design 

Group Time after surgery n 

Control 1wk 2 

Experimental 

1w 1wk 2 

2w 2wks 2 

4w 4wks 2 

 

 

나. 실험 방법 

 

실험동물은 1주일의 순화기간을 거쳐 zolazepam(Zoletil®, Virbac, Carros, 

France, 0.06mg/kg)과 xylazine(Rumpun®, BayerKorea, Korea, 0.04mg/kg)을 

근육 주사하여 전신마취를 시행하였다. 상악 우측 구치부 전방 부위에 10% 

povidone-iodine 용액으로 소독을 시행하고, 1:100,000 epinephrine이 함유

된 lidocaine 주사 후 구강 점막 및 골막을 절개 및 박리하여 상악골을 노출

시켰다. 노출된 상악골에 round bur 및 fissure bur 이용하여 직경 1.5mm의 

hole을 형성하고, 앞에서 서술한 바와 같이 실험군에만 골 결손부에 티타니아 

나노 분말을 적용하였다. 이후 4-0 POLYSORBTM (Tyco Healthcare Korea, 

USA)을 이용하여 전층 봉합을 시행하였다. 

실험 후 웅성백서는 21℃ 플라스틱 우리에서 연세대학교 의과대학 임상의

학연구센터 지침에 따라 통상적인 물과 pellet을 공급받았다. 대조군은 실험 

1주일 후, 실험군은 각 1주, 2주, 4주일 후에 CO2 asphyxiation chamber를 

이용하여 희생하고 수술 부위의 상악골, 뇌, 심장과 폐, 간, 장의 일부 조직을 

적출하였다. 적출한 시편은 즉시 4% paraformaldehyde/0.01M phosphate-

buffered saline(PBS, pH 7.4)에 옮겨 24시간 이상 고정한 후 상악골 시편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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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안적, 조직학적 평가를 시행하였고, 타 장기는 한국과학기술연구원에 의뢰

하여 조직 내 집적도 분석을 시행하였다. 

 

 

Figure 1. Procedure of titania nanoparticle insertion in SD-rat maxilla. a) Pre-

operation photo; b) Incision on mesial area of first molar, maxilla, right; c) 

Bone exposure; d) Drilling hole; e) Insertion of titania nanoparticle; f) Suture 

 

 

다. 조직학적 평가 

 

절제한 상악골 조직은 실온에서 4% paraformaldehyde/0.01M phosphate 

-buffered saline(PBS, pH 7.4)에 24시간 이상 고정 후, 5% nitric acid로 

탈회하였다. 파라핀에 포매 후 골 결손부의 중심을 지나도록 상악의 전후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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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향으로 절단하여 Hematoxylin and Eosin stain 후 광학현미경으로 관찰하

였다. 이미지는 SPOT™ software(USA)를 이용하여 촬영하였다. 

 

 

라. 조직 내 집적도 분석 

 

희생 동물에서 적출한 뇌, 심장, 폐, 간, 장 시편을 실온에서 4% para-

formaldehyde/0.01M phosphate-buffered saline(PBS, pH 7.4)에 24시간 

이상 고정하였다. 고정한 각 시편에 67% nitric acid 3ml, 35% hydrochloric 

acid 6ml 주입 후 시편의 형태가 불분명해질 때 31% hydrogen peroxide 

1ml를 주입하고 산을 휘발시킨 후 67% nitric acid 3ml를 주입하고 가열하여 

끓으면 증류수 10ml를 넣고 가열하여 최소량의 용액만 남겨 25ml 부피 플라

스크에 담고 증류수를 채웠다. 이상의 전처리 과정은 약 160℃로 가열된 hot 

plate 위에서 시행하였으며 전처리를 시행한 각 시료는 측정 기기의 측정 범

위를 고려하여 10배 희석하여 유도결합플라즈마/질량분석기(inductively 

coupled plasma/mass spectrometer : ICP-MS)를 사용해 각 시편 조직 내 

집적도(concentration, ppm)를 분석하였다. 유도결합플라즈마/질량분석기는 

극미량 무기 원소 분석 장비로서 본 연구에서 분석에 사용한 기기는 Elan 

6000 DRC plus(Perkin Elmer, USA)이다. 시편의 전처리 및 집적도 분석은 

한국과학기술연구원 특성분석센터에 의뢰하여 시행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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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결  과 

 

 

1. 매식 부위 육안적 소견 

 

가. 대조군 

 

두 개체 모두에서 형성된 골 결손이 유지되고 있었으며 주위 연조직의 감염, 

염증의 소견은 보이지 않았다. 

 

 

나. 1주군 

 

두 개체 모두에서 형성된 골 결손이 유지되고 있었으며 골 결손부 내부에 

티타니아 분말이 응집체를 이루어 잔존해 있었다. 1번 개체는 상악골 적출시 

골 결손부를 지나는 골절이 발생하여 조직 시편 제작 시에는 티타니아 분말 

응집체는 소실되었다. 두 개체 모두 주위 연조직의 감염, 염증의 소견은 보이

지 않았다. 

 

 

다. 2주군 

 

두 개체 모두에서 형성된 골 결손이 유지되고 있었으며, 골 결손부 내부에 

티타니아 분말이 응집체를 이루어 잔존해 있었으나 2번 개체에서는 티타니아

가 상당부분 소실된 소견을 보였다. 주위 연조직의 감염, 염증의 소견은 보이

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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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4주군 

 

1번 개체에서는 형성되었던 골 결손부에서 골 재생이 일어나 완전히 수복

된 양상 보였으며 티타니아 분말의 잔존은 육안으로 관찰되지 않았다. 2번 개

체에서는 골 결손 및 내부의 티타니아 분말 응집체가 잔존해 있었으며 골 결

손부의 변연이 불규칙한 형태를 띄고 골 결손부의 크기가 감소하여 변연부에

서부터 골 재생이 일어나고 있는 소견 보였다. 

 

 

Figure 2. Gross finding of SD-rat maxilla, Rt. (Exp : experimental grou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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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매식 부위 조직학적 소견 

 

가. 대조군 

 

골 결손의 변연부에서 신생골의 형성이 진행되고 있는 소견이 관찰되었다

(Figure 3). 

 

 

Figure 3. Histologic features of the control group. New bone formation is seen. 

a) x40; b) x100 magnific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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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1주군 

 

골 결손 변연부에서는 신생골의 형성이 관찰되었으며, 잔류하는 티타니아 

분말 응집체 주변으로 활발한 혈관신생(angiogenesis)과 염증세포의 침윤을 

동반한 염증반응과 섬유화(fibrosis)가 나타났다. 일부에서는 식세포작용

(phagocytosis)으로 티타니아 입자가 세포 내 존재하는 소견이 나타났으며 

일부 티타니아 응집체 주변으로 응집체를 감싸고 있는 거대세포(giant cell)가 

관찰되었다.(Figure 4)  

 

Figure 4. Histologic features of the 1-week experimental group. New bone 

formation and infiltration of inflammatory cells, angiogenesis, fibrosis around 

titania aggregates is observed. Several giant cells around titania aggregates(c, 

arrowhead) and phagocytosis(d, arrow) are seen. 

a) x40; b) x200; c) x400; d) x600 magnific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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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2 주군 

 

1주군과 비교하여 골 결손 변연부의 신생골 형성이 좀더 진행되어 있으며 

주변의 염증반응이 감소하고 입자들 사이로 섬유화가 진행된 양상이 관찰되었

다(Figure 5; a, b). 골수강 내부 혈관 내에서 티타니아 분말이 존재하는 것이 

관찰되었으며(Figure 5; c) 신생골 일부에서는 골 기질 내에 티타니아 분말을 

포함한 채로 골이 형성된 소견이 보였다(Figure 5; d). 

Figure 5. Histologic features of the 2-weeks experimental group. Increased new 

bone and fibrosis around titania aggregates, and decreased inflammatory 

reaction than 1-week experimental group is seen. Some titania nanoparticles 

are also seen in the bone-marrow cavity(c; arrowheads) and bone matrix(d; 

arrow). Upper part of the dotted line is the area of previously formed bone 

defect. a) x100; b), c) x200; d) x400 magnific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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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4 주군 
 

1, 2주군에 비해 티타니아 분말 주위에 섬유성 조직이 확연히 증가한 양상

이 관찰되었으며 골 결손 변연부에서는 진행된 신생골 형성이 나타났다. 신생

골 조직 골수강 내에 티타니아 분말이 잔류하는 것이 일부에서 관찰되었

다.(Figure 6) 

Figure 6. Histologic features of the 4-weeks experimental group. Remarkable 

increased fibrosis around titania aggregates and new bone formation are seen. 

There is remnant of titania nanoparticle in the new bone-marrow cavity(d, 

arrowhead). a) x40; b) x100; c) x200; d) x400 magnific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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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체내 장기 조직 내 집적도 분석 

 

가. 대조군 

 

티타니아 집적도의 평균값은 간에서 5.17ppm으로 가장 높았고 폐에서 

0.950 ppm으로 가장 낮게 나타났다. 

 

 

나. 1주군 

 

대조군과 비교하여 집적도의 평균값은 폐에서 5.21ppm으로 4.26ppm 증가

하였고 뇌에서 0.34ppm 증가, 타 장기에서는 감소하였다. 

 

 

다. 2주군 

 

대조군과 비교하여 집적도의 평균값은 뇌, 폐, 장, 심장에서 각각 4.405, 

2.29, 1.67, 0.48ppm 증가하였고 간에서는 0.165ppm 감소하였다. 

1주군과 비교할 때 집적도의 평균값은 폐에서만 1.97ppm 감소하였고 뇌, 

장, 심장, 간에서는 각각 4.065, 2.505, 0.77, 0.75ppm 증가하였다. 

 

 

라. 4주군 

 

2번 개체의 간 시편은 전처리 과정에서 손상되어 집적도 분석을 시행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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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조군과 비교하여 집적도의 평균값은 폐에서만 1.385ppm 증가하였고 나

머지 장기에서는 뇌, 장, 간, 심장에서 각각 2.025, 1.67, 1.27, 1.065ppm 감

소하였다 

1, 2주군과 비교할 때 집적도의 평균값은 모든 장기에서 다른 두 군보다 낮

은 값을 보였다. 

 

Table 2. Titania concentration(mg/kg = ppm) of rat organ sample 

Organ 
 

Group 

Brain Heart Lung Liver Intestine 

 mean  mean  mean  mean  mean 

Control 
6.41

4.465 
4.29 

3.075
0.17

0.950
7.00

5.17
5.29 

4.325 
2.52 1.86 1.73 3.34 3.36 

Exp 1w 
5.86

4.805 
3.30 

2.785
7.69

5.210
5.29

4.255
4.02 

3.490 
3.75 2.27 2.73 3.22 2.96 

Exp 2w 
11.8

8.870 
3.57 

3.555
3.23

3.240
5.35

5.005
7.11 

5.995 
5.94 3.54 3.25 4.66 4.88 

Exp 4w 
1.42

2.440 
2.35 

2.010
2.49

2.335
3.90

3.90
2.21 

2.255 
3.46 1.67 2.18 - 2.30 

* Exp : Experimental group 

* Liver sample of 4-weeks experimental group, rat No.2 is lost during processing for 

analys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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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V. 고  찰 

 

 

나노물질(nanomaterials)은 단경이 1nm 에서 100nm 인 물질로 정의되며, 

입자의 크기가 작아질수록 표면적 대 부피비율이 커짐에 따라 크기가 큰 

입자일 때와 다른 반응성, 독성, 불안정성 등의 성질을 갖게 된다(최세훈 et 

al., 2010). 치과용 임플란트의 주 소재로 사용되는 티타늄과 그 산화물인 

티타니아는 이미 체내 안정성과 생체적합성이 입증되어 있으나(Lee et al., 

2010; Park, 2008; Sato et al., 2008), 티타니아 나노물질은 입자의 크기가 

미세해지면서 나타날 수 있는 유해성에 대하여 추가적인 검증이 필요하다. 

티타니아 나노물질은 염료, 자외선 차단제, 촉매제 등 다양한 제조산업에서 

광범위하게 사용되고 있는 물질로 불용성의 저독성 물질이다(최세훈 et al., 

2010; Baan et al., 2006). 설치류를 대상으로 한 동물 실험에서 경구 복용 

및 피부 도포 시에는 큰 위험도의 증가가 보고되지 않았으나, 폐 흡인 시에 

폐 조직에서 염증반응이나 세포독성이 나타나거나 특히 고농도 흡인 시 종양 

발생율의 증가가 보고되었다(Boffetta et al., 2004; Warheit et al., 2007). 

이러한 연구 결과들을 바탕으로 티타니아 입자는 2006 년 International 

Agency for Research on Cancer(IARC)에서 인간에게 암을 유발할 

가능성이 있는 물질로 규정되었으나(Baan et al., 2006) 실제로 인체에서의 

발암성 여부는 밝혀진 바가 없다. 티타니아 미세입자의 반복적인 고농도 

흡인은 티타니아 분진이 발생하는 작업장의 근로자들에게서 나타나므로 

사람을 대상을 한 티타니아 독성 연구는 주로 이들에 대한 역학 연구로 

시행되었는데, 미국과 캐나다에서 시행된 역학 연구들에서는 티타니아 분진 

흡입으로 인한 폐암이나 다른 폐질환 위험도의 증가는 나타나지 않았으며, 

유럽에서 시행된 연구에서 폐암 발생률의 작지만 유의성있는 증가가 

나타났으나 티타니아 분진에 노출된 기간이나 노출량과 상관관계가 없었고 

흡연 등 다른 발암 요인의 영향을 배제할 수 없었던 점 등을 들어 티타니아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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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을 유발한다는 증거는 부족하다는 결론이 보고되었다(Boffetta et al., 2004; 

Ellis et al., 2010; Fryzek et al., 2003). 티타니아 입자 흡인 후 종양 

발생률의 증가를 보인 동물 실험 연구에서도 티타니아가 직접적인 발암 

기전을 가지기 보다는 분진 축적에 의한 비특이적 반응이 암을 유발했을 

가능성이 언급되었다(Boffetta et al., 2004). 

티타니아 나노물질이 생체 조직 내에서 일으키는 반응에 대한 보고는 주로 

폐 흡인이나 기관 내 주입 실험을 통하여 이루어졌다. 티타니아 나노물질이 

축적된 폐포 조직에서 다형핵백혈구의 증가를 동반한 급성 염증, 대식세포의 

침윤과 식세포작용, 간질 조직(pulmonary insterstitium)의 비후와 섬유화, 

육아조직 형성 등이 나타남이 여러 연구에서 보고되었다(최세훈 et al., 2010; 

Ferin, 1992; Kobayashi, 2009; Kreyling, 2002). 대부분의 연구는 티타니아 

적용 후 24 시간까지의 결과만을 분석하여 장기적인 영향에 대한 연구가 

부족하며, 적용 1 주 후와 1 달 후의 결과를 비교한 Kobayashi 의 연구에서는 

1 주 후에 관찰되었던 염증 반응이 1 달 후에는 대부분 회복된 양상을 

보였으며 적용한 티타니아 입자의 종류에 따라 일부 실험군에서는 1 달 

후에도 미약한 염증반응이 남아있었다(Kobayashi, 2009). 본 연구에서도 

티타니아 나노 분말 매식부위에 염증세포의 침윤, 대식세포에 의한 

식세포작용, 섬유화 등이 나타나 타 연구들과 유사한 조직 반응을 보였다. 

티타니아 입자 주변으로 활발한 혈관 신생, 대식세포 침윤 및 거대세포의 

출현, 섬유화 등이 관찰되어 이물 반응(foreign body reaction)이 나타남을 

알 수 있으며, 1 주군과 비교하여 2 주군, 4 주군으로 갈수록 염증반응은 

감소하고 섬유화가 증가하여 장기적으로 조직 내 반응성은 감소하는 양상을 

보였다. 또한 티타니아 분말을 매식한 골 결손부에서 정상적인 신생골의 

형성이 일어나며 일부에서는 티타니아 분말을 골 기질 내에 포함한 채로 골이 

형성되어있는 소견이 나타났다. 이러한 조직학적 소견으로 미루어볼 때 나노 

티타니아 표면처리를 시행한 임플란트 식립시에 표면에서 티타니아 

나노입자가 주변 생체 조직내로 박리될 경우 초기에 식세포작용에 의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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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거되거나, 조직 내 잔류하여도 장기적으로 유해한 조직반응을 일으킬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생각된다. 

본 연구에서 티타니아 나노 분말을 악골 내 결손부에 매식하고 그 상부에 

차단막을 삽입하지 않았기 때문에 매식 후 주변 연조직 표면에도 분말이 

적용되었다고 볼 수 있다. 악골과 주변 연조직에 동시에 적용된 것은 구강 

내에서 실제로 임플란트를 식립하는 환경과 유사하다고 할 수 있으나, 더욱 

면밀한 유해성 검증을 위해서는 티타니아 나노 분말 매식부위 연조직의 조직 

반응을 확인할 필요가 있겠다. 

미세 입자 적용 후 폐 조직의 반응을 분석한 연구들 대부분은 적용한 

입자의 크기가 작을수록 염증 반응 등의 부작용의 정도가 증가하며 

대식세포의 식작용에 의한 폐포 내 청소율(clearance)이 감소하고 폐포 

상피를 통과하여 주변 간질 조직 내로 이동하는 입자의 양이 증가한다고 

보고하였고, 이는 입자의 크기가 작고 표면적의 비율이 증가하여 조직 

세포와의 반응성이 증가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하였다(Donaldson, 2001; Ferin, 

1992; Kreyling, 2002). 그러나 결정상과 조성이 서로 다른 티타니아 나노 

입자 용액을 기관 내 적용한 실험 연구에서는 폐 조직 염증반응의 정도가 

입자의 크기와는 관계가 없었으며 입자의 결정구조와 조성, pH, 표면의 

화학적 활성도 등에 따라 다르게 나타났다(Warheit, 2007). 같은 화학적 

조성의 나노물질 이라도 입자의 크기와 물리적 특성에 따라 조직 내 반응성이 

다르게 나타날 수 있음을 시사하는 이러한 연구 결과들로 미루어볼 때, 나노 

티타니아를 적용한 임플란트 제품을 개발하여 인체에 적용하고자 한다면 기존 

연구에서 나타나는 나노 티타니아의 유해성을 일반화하여 적용하기는 

어려우며 각 제품에서 사용되는 나노 티타니아 각각에 대한 유해성의 검증이 

새로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대기 오염과 관련한 최근의 역학 연구들은 미세 불용성 입자 흡인이 

심혈관계 질환을 유발할 가능성이 있음을 보고하였다. 그 기전은 아직 정확히 

밝혀진 바가 없으나 흡인된 미세 입자의 폐 기관 내 축적으로 인한 폐기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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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하와 염증반응 등이 심혈관계 기능에 영향을 준다는 가설이 제시되었으며, 

폐 흡인된 미세 입자가 혈관 내로 흡수되어 전신 순환 하면서 간, 심장, 뇌와 

같은 체내 주요 장기에 축적되어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고려되기 

시작하였다(Kreyling, 2002; Stone, 1999). 실제로 여러 동물실험 연구에서 

다양한 미세 입자를 생체 내에 투여하였을 때 간, 비장, 폐, 위장관 등의 

장기에서 투여 물질의 농도 증가가 나타났다. Biozzi 는 탄소 나노물질을 

정맥내로 주입하였을 때 투여량의 85%가 간, 15%가 비장에서 발견되었으며, 

고용량을 주입하였을 때는 간, 비장 외에 폐에서도 일부 발견되었다고 

보고하였다(Biozzi et al., 1953). Oberdörster 는 미세 탄소입자 폐 흡인 

실험에서 폐 이외에 간에서 탄소 농도 증가가 나타났으며 심장, 뇌, 

신장에서는 유의할만한 증가가 없음을 보고하였으며, 이는 혈류 내로 흡수된 

미세 입자가 간에 주로 축적된다는 타 연구들과 일치하는 결과이며 그 중에는 

티타니아를 위장관 투여한 연구도 있었음을 언급하였다(Oberdörster et al., 

2002). 불용성 이리듐 미세 입자를 이용한 Kreyling 의 연구에서는 정맥 내 

주입시에는 주입 7 일 후 83%가 간, 7.9%가 비장, 3.4%가 폐에서 발견 

되었으며, 흡입시에는 대부분 위장관, 대변을 통하여 제거되었고 간, 비장, 

신장, 심장, 뇌로의 이동은 거의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Kreyling, 2002). 

흡입된 불용성 입자의 경우 대부분은 점액에 집적된 후 점막 섬모운동에 의해 

상기도로 올려져 소화기관으로 삼켜지거나 기침시에 제거되기 때문에(최세훈 

et al., 2010), Kreyling 의 연구에서 흡입된 이리듐이 위장관에서 발견된 

것은 이러한 제거기전 때문인 것으로 생각된다. 본 연구에서와 동일한 

티타니아 나노 분말을 사용하여 백서에서 흡인 실험을 시행한 최세훈 등의 

연구에서는 폐 조직의 염증, 섬유화 및 육아조직 형성 소견 외에 간, 심장, 뇌 

등 전신의 타 장기로 퍼지는 직접적인 증거는 나타나지 않았는데(최세훈 et 

al., 2010), 투여한 미세 물질이 간 등의 장기에 축적된다는 기존의 

연구들(Oberdörster et al., 2002)과 다른 결과가 나타난 것은 흡입이라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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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여 경로의 특성 때문인 것으로 생각된다. 흡입된 미세 입자가 전신 순환을 

하여 타 장기에 영향을 미치기 위해서는 폐포 내에서 폐포-모세혈관 

장벽(alveolo-capillary barrier)을 통과하여 혈관 내로 입자가 이동하는 

과정이 필요하며 이러한 입자의 이동량은 입자의 특성에 따라 달라질 

것이므로, 최세훈 등의 연구에서 사용한 티타니아 나노 분말의 혈류 내 

이동량 자체가 적어 이러한 결과가 나타났을 가능성이 있다. 본 연구에서는 

식립된 임플란트에서 박리되는 것과 가장 유사한 투여 경로를 적용하기 

위하여 악골 내에 골 결손을 형성하고 티타니아 나노 분말을 매식하는 방법을 

사용하였는데, 이러한 투여 방식은 점액의 배출이나 대식세포의 식세포작용에 

의해 제거되지 않고 남아있는 입자의 일부만이 폐포-모세혈관 장벽을 

침투하여 혈관 내로 이동하게 되는 폐 흡인과 다르게 매식 부위에서 직접 

혈관 내로 입자가 이동할 수 있는 여건이므로 입자의 전신 순환으로 인한 타 

장기 내 저류 가능성에 대한 평가가 더욱 중요할 수 있다. 실제로 매식 부위 

조직학적 소견 관찰시 실험군 신생골 조직의 골수강 혈관 내에서 티타니아 

입자가 발견되었는데, 이는 악골 내 매식한 티타니아 나노 입자가 혈류를 

타고 전신순환 할 것이라는 본 연구의 전제를 뒷받침하는 소견이다. 

본 연구에서는 전신 순환하는 티타니아 나노입자의 타 장기 내 저류 여부를 

평가하기 위해 뇌, 심장과 간, 폐, 장의 일부를 절제하여 조직 내 티타니아 

집적 농도 분석을 시행하였다. 

1 주 실험군에서 폐에서만 대조군에 비해 집적도의 증가가 나타났으며 다른 

연구들과는 다르게 간에서의 집적도 증가는 확인되지 않았다. 정맥 내 주입한 

미세입자가 일부 폐에서 발견되었다는 이전의 연구결과는 있으나(Biozzi et 

al., 1953; Kreyling, 2002) 그 기전은 밝혀진 바가 없다. 탄소 미세입자의 

정맥 내 주입 실험을 위해 과거에 사용하였던 India ink 의 경우 내부에 

포함된 도료 성분이 실험 동물의 체내에서 트롬보플라스틴(thromboplastin) 

유리를 활성화시켜 혈류 내 섬유소(fibrin) 응고가 발생하여 탄소 입자가 폐 

모세혈관에 침전되는 것이 발견되었다(Biozzi et al., 1953). 본 연구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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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된 티타니아 나노 분말은 생체 내에서 불활성을 띄는 물질(Park, 

2008)이므로 이처럼 혈전을 형성하였을 가능성은 낮지만, 습기에 예민하여 

다습한 환경에서 응집되어 응집체(aggregate)를 형성(최세훈 et al., 

2010)하는 성질이 있으므로 악골 내 분말 적용시 형성된 응집체가 혈류를 

통해 순환하여 폐 모세혈관에 침전되어 폐 조직 내 티타니아 집적도가 

증가하였을 가능성을 생각해볼 수 있다. 또한 티타니아 나노 분말을 구강 

내로 접근하여 악골 내 매식하는 수술 과정 중에 분말의 일부가 흡입되어 

폐에 축적되었을 가능성도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투여된 미세 입자의 간 

조직 내 농도가 증가함을 보고한 연구 결과의 대부분은 입자 투여 후 1~2 일 

이내에 조사된 것으로(Oberdörster et al., 2002) 본 연구에서 조사한 시점과 

차이가 있어, 간에 티타니아 입자가 집적되었다가 1 주일 이전에 제거되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그러나 불용성 이리듐 미세입자를 정맥 내 

주입하고 7 일 후에 83%가 간에서 발견되었다는 Kreyling 의 연구(Kreyling, 

2002)와는 차이가 있는 결과이다. 

본 연구에서 장기 내 티타니아 집적도는 티타니아 성분의 농도 분석을 

통해서만 조사되었고 이는 실험 재료인 티타니아 나노 분말에만 특이성이 

있는 검사 방법은 아니었다. 때문에 대조군의 모든 장기에서도 티타니아가 

일정량 검출되었는데, 티타니아가 도료 등의 다양한 산업용 재료로 

광범위하게 사용되고 있는 물질(최세훈 et al., 2010; Baan et al., 

2006)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실험 동물이 주변 환경에 존재하는 티타니아에 

노출되어 장기 내 집적이 나타난 것으로 설명할 수 있다. 그러나 대조군의 두 

개체 사이에 집적도 값의 차이가 크게 나타나 이들의 평균값을 실험군의 

결과를 평가하는 기준으로 설정하는데 어려움이 있었다. 티타니아 집적도의 

평균값은 2 주 실험군에서는 폐를 제외한 모든 장기에서 1 주 실험군에 비해 

높게 나타났고 4 주 실험군에서는 모든 장기에서 1, 2 주 실험군에 비해 낮게 

나타났다. 하지만 대조군에서 나타나는 티타니아 집적도의 개체간의 차이를 

고려하면 2 주 실험군에서 나타나는 집적도 값은 대조군의 변동 폭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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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한다고도 볼 수 있어 매식한 티타니아 입자의 장기 내 축적으로 인해 

집적도가 증가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타 장기 내의 티타니아 집적도 분석에 있어 본 연구의 제한점은 개체수가 

적고 적용된 티타니아의 정량이 되지 않아 통계적인 유의성을 확인할 수는 

없었다는 점이며, 특히 전술한 바와 같이 동일 군의 동일 장기에서 두 

개체간의 집적도 값의 차이가 큰 경우 개체수가 적음으로 인해 두 개체의 

평균값을 대표값으로 사용하기 어려워 결과를 해석하는데 한계가 있었다. 

티타니아 나노 입자의 체내 이동 및 분포, 대사 및 배설과 전신 장기에 대한 

위해성에 관한 좀더 면밀한 검증을 위해서 연구 대상 개체수를 늘리고 

티타니아 적용 후 농도 분석 시기를 다양하게 설정하며 티타니아 집적이 

나타나는 장기의 조직학적 분석을 추가적으로 시행하여 후속 연구를 

진행한다면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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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 결  론 

 

 

본 연구는 나노 티타니아 표면처리를 시행한 치과용 임플란트의 생체 

적합성 검증 연구로서 악골 내에 매식한 티타니아 나노 입자의 골 내 반응과 

생체 내 분포를 확인하기 위하여 골 내 매식부위의 육안적, 조직학적 소견을 

관찰하고 뇌, 심장, 폐, 간, 장 조직 내 티타니아 집적도를 분석한 결과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었다. 

 

1. 티타니아 나노 입자는 매식된 악골 내에서 초기에 주변 조직의 염증 

및 이물반응을 유발하였으나 장기적으로는 조직 내 반응성이 점차 

감소하는 양상을 보였으며 주변의 골 결손부에서는 정상적인 골 

형성이 진행되었다. 

2. 티타니아 나노 입자 매식 1 주 후에 폐에서 티타니아 집적도의 증가가 

나타났으나 이후 감소하였으며, 폐 이외 전신 장기에 티타니아가 집적되는 

증거는 나타나지 않았다. 

 

따라서 악골 내에 매식된 티타니아 나노 입자가 주변 조직이나 전신 타 

장기에 장기적으로 유해한 영향을 미칠 가능성은 낮다고 할 수 있으며, 본 

연구의 제한점을 보완하여 보다 많은 개체를 대상으로 후속 연구를 진행한다면 

티타니아 나노 입자의 국소적, 전신적 위해성에 대한 좀더 면밀한 검증이 

가능할 것으로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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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Biodistribution of Titania(TiO2) Nanoparticles 

after Insertion In Rat Maxilla 

 

Hye-young Na 

 

Department of Dentistry 

The Graduate School, Yonsei University 

(Directed by Professor Hyung Jun Kim, D.D.S., M.S.D., Ph.D.) 

 

 Dental implants are commonly used for restoring teeth. Many studies have attempted 

to enhance the osseointegration of implants by various surface modifications. Because 

natural bone is nanostructured, recent studies have attempted to control implant surface in 

the nanometer range. There is an effort to develop implant fixture with nanoscale titiania 

surface modification, so the study on hazard and biocompatibility of nanotitania is 

needed.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investigated the hazard to tissue and biodistribution of 

titania nanoparticles. We made drilling hole on rat maxilla and inserted titania 

nanoparticles in the defect. Rat victimized in 1, 2, 4 weeks after operation. Titania 

nanoparticles did not inserted in rats of control group and they are victimized in 1 wee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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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fter operation. We inspect clinical, histological finding on operation site, and analyze 

titania concentration of brain, heart, lung, liver, intestine tissues with ICP-MS(inductively 

coupled plasma/mass spectrometer). And following results were obtained. 

 

1. In rat maxilla, titania nanoparticles caused inflammation and foreign body 

reaction in early phase but the reactivity decreased in the long term. There was 

normal new bone formation in operation site. 

2. Titania concentration in lung was increased on the rat sacrificed 1 week after 

nanotitania insertion, but decreased after 4 weeks. There was no evidence of 

titania concentration in other organs in the experimental groups. 

 

 The result of this study suggests low risk of titania nanoparticles on the rat mandible 

and other organs. But further studies with increased specimen number and advanced 

analysis are needed for more specific results. 

 

 

 

 

 

 

 

 

 

 

 
 

 

Key words : Titania, nanomaterials, hazard, biodistribution 



<<
  /ASCII85EncodePages false
  /AllowTransparency false
  /AutoPositionEPSFiles true
  /AutoRotatePages /All
  /Binding /Left
  /CalGrayProfile (Gray Gamma 2.2)
  /CalRGBProfile (sRGB IEC61966-2.1)
  /CalCMYKProfile (U.S. Web Coated \050SWOP\051 v2)
  /sRGBProfile (sRGB IEC61966-2.1)
  /CannotEmbedFontPolicy /Warning
  /CompatibilityLevel 1.4
  /CompressObjects /Tags
  /CompressPages true
  /ConvertImagesToIndexed true
  /PassThroughJPEGImages true
  /CreateJobTicket false
  /DefaultRenderingIntent /Default
  /DetectBlends true
  /DetectCurves 0.1000
  /ColorConversionStrategy /LeaveColorUnchanged
  /DoThumbnails false
  /EmbedAllFonts true
  /EmbedOpenType false
  /ParseICCProfilesInComments true
  /EmbedJobOptions true
  /DSCReportingLevel 0
  /EmitDSCWarnings false
  /EndPage -1
  /ImageMemory 1048576
  /LockDistillerParams false
  /MaxSubsetPct 100
  /Optimize true
  /OPM 1
  /ParseDSCComments true
  /ParseDSCCommentsForDocInfo true
  /PreserveCopyPage true
  /PreserveDICMYKValues true
  /PreserveEPSInfo true
  /PreserveFlatness true
  /PreserveHalftoneInfo false
  /PreserveOPIComments false
  /PreserveOverprintSettings true
  /StartPage 1
  /SubsetFonts true
  /TransferFunctionInfo /Apply
  /UCRandBGInfo /Preserve
  /UsePrologue false
  /ColorSettingsFile ()
  /AlwaysEmbed [ true
  ]
  /NeverEmbed [ true
    /Arial-Black
    /Arial-BlackItalic
    /Arial-BoldItalicMT
    /Arial-BoldMT
    /Arial-ItalicMT
    /ArialMT
    /ArialNarrow
    /ArialNarrow-Bold
    /ArialNarrow-BoldItalic
    /ArialNarrow-Italic
    /ArialUnicodeMS
    /CenturyGothic
    /CenturyGothic-Bold
    /CenturyGothic-BoldItalic
    /CenturyGothic-Italic
    /CourierNewPS-BoldItalicMT
    /CourierNewPS-BoldMT
    /CourierNewPS-ItalicMT
    /CourierNewPSMT
    /Georgia
    /Georgia-Bold
    /Georgia-BoldItalic
    /Georgia-Italic
    /Impact
    /LucidaConsole
    /Tahoma
    /Tahoma-Bold
    /TimesNewRomanMT-ExtraBold
    /TimesNewRomanPS-BoldItalicMT
    /TimesNewRomanPS-BoldMT
    /TimesNewRomanPS-ItalicMT
    /TimesNewRomanPSMT
    /Trebuchet-BoldItalic
    /TrebuchetMS
    /TrebuchetMS-Bold
    /TrebuchetMS-Italic
    /Verdana
    /Verdana-Bold
    /Verdana-BoldItalic
    /Verdana-Italic
  ]
  /AntiAliasColorImages false
  /CropColorImages true
  /ColorImageMinResolution 150
  /ColorImageMinResolutionPolicy /OK
  /DownsampleColorImages true
  /ColorImageDownsampleType /Bicubic
  /ColorImageResolution 1200
  /ColorImageDepth -1
  /ColorImageMinDownsampleDepth 1
  /ColorImageDownsampleThreshold 1.50000
  /EncodeColorImages true
  /ColorImageFilter /DCTEncode
  /AutoFilterColorImages true
  /ColorImageAutoFilterStrategy /JPEG
  /ColorACSImageDict <<
    /QFactor 0.15
    /HSamples [1 1 1 1] /VSamples [1 1 1 1]
  >>
  /ColorImageDict <<
    /QFactor 0.76
    /HSamples [2 1 1 2] /VSamples [2 1 1 2]
  >>
  /JPEG2000ColorACSImageDict <<
    /TileWidth 256
    /TileHeight 256
    /Quality 15
  >>
  /JPEG2000ColorImageDict <<
    /TileWidth 256
    /TileHeight 256
    /Quality 15
  >>
  /AntiAliasGrayImages false
  /CropGrayImages true
  /GrayImageMinResolution 150
  /GrayImageMinResolutionPolicy /OK
  /DownsampleGrayImages true
  /GrayImageDownsampleType /Bicubic
  /GrayImageResolution 1200
  /GrayImageDepth -1
  /GrayImageMinDownsampleDepth 2
  /GrayImageDownsampleThreshold 1.50000
  /EncodeGrayImages true
  /GrayImageFilter /DCTEncode
  /AutoFilterGrayImages true
  /GrayImageAutoFilterStrategy /JPEG
  /GrayACSImageDict <<
    /QFactor 0.15
    /HSamples [1 1 1 1] /VSamples [1 1 1 1]
  >>
  /GrayImageDict <<
    /QFactor 0.76
    /HSamples [2 1 1 2] /VSamples [2 1 1 2]
  >>
  /JPEG2000GrayACSImageDict <<
    /TileWidth 256
    /TileHeight 256
    /Quality 15
  >>
  /JPEG2000GrayImageDict <<
    /TileWidth 256
    /TileHeight 256
    /Quality 15
  >>
  /AntiAliasMonoImages false
  /CropMonoImages true
  /MonoImageMinResolution 1200
  /MonoImageMinResolutionPolicy /OK
  /DownsampleMonoImages true
  /MonoImageDownsampleType /Bicubic
  /MonoImageResolution 1200
  /MonoImageDepth -1
  /MonoImageDownsampleThreshold 1.50000
  /EncodeMonoImages true
  /MonoImageFilter /CCITTFaxEncode
  /MonoImageDict <<
    /K -1
  >>
  /AllowPSXObjects false
  /CheckCompliance [
    /None
  ]
  /PDFX1aCheck false
  /PDFX3Check false
  /PDFXCompliantPDFOnly false
  /PDFXNoTrimBoxError true
  /PDFXTrimBoxToMediaBoxOffset [
    0.00000
    0.00000
    0.00000
    0.00000
  ]
  /PDFXSetBleedBoxToMediaBox true
  /PDFXBleedBoxToTrimBoxOffset [
    0.00000
    0.00000
    0.00000
    0.00000
  ]
  /PDFXOutputIntentProfile (None)
  /PDFXOutputConditionIdentifier ()
  /PDFXOutputCondition ()
  /PDFXRegistryName ()
  /PDFXTrapped /False

  /CreateJDFFile false
  /Description <<
    /ARA <FEFF06270633062A062E062F0645002006470630064700200627064406250639062F0627062F0627062A002006440625064606340627062100200648062B062706260642002000410064006F00620065002000500044004600200645062A064806270641064206290020064506390020064506420627064A064A0633002006390631063600200648063706280627063906290020062706440648062B0627062606420020062706440645062A062F062706480644062900200641064A00200645062C062706440627062A002006270644062306390645062706440020062706440645062E062A064406410629061B0020064A06450643064600200641062A062D00200648062B0627062606420020005000440046002006270644064506460634062306290020062806270633062A062E062F062706450020004100630072006F0062006100740020064800410064006F006200650020005200650061006400650072002006250635062F0627063100200035002E0030002006480627064406250635062F062706310627062A0020062706440623062D062F062B002E>
    /CHS <FEFF4f7f75288fd94e9b8bbe5b9a521b5efa7684002000410064006f006200650020005000440046002065876863900275284e8e55464e1a65876863768467e5770b548c62535370300260a853ef4ee54f7f75280020004100630072006f0062006100740020548c002000410064006f00620065002000520065006100640065007200200035002e003000204ee553ca66f49ad87248672c676562535f00521b5efa768400200050004400460020658768633002>
    /CHT <FEFF4f7f752890194e9b8a2d7f6e5efa7acb7684002000410064006f006200650020005000440046002065874ef69069752865bc666e901a554652d965874ef6768467e5770b548c52175370300260a853ef4ee54f7f75280020004100630072006f0062006100740020548c002000410064006f00620065002000520065006100640065007200200035002e003000204ee553ca66f49ad87248672c4f86958b555f5df25efa7acb76840020005000440046002065874ef63002>
    /CZE <FEFF005400610074006f0020006e006100730074006100760065006e00ed00200070006f0075017e0069006a007400650020006b0020007600790074007600e101590065006e00ed00200064006f006b0075006d0065006e0074016f002000410064006f006200650020005000440046002000760068006f0064006e00fd00630068002000700072006f002000730070006f006c00650068006c0069007600e90020007a006f006200720061007a006f007600e1006e00ed002000610020007400690073006b0020006f006200630068006f0064006e00ed0063006800200064006f006b0075006d0065006e0074016f002e002000200056007900740076006f01590065006e00e900200064006f006b0075006d0065006e007400790020005000440046002000620075006400650020006d006f017e006e00e90020006f007400650076015900ed007400200076002000700072006f006700720061006d0065006300680020004100630072006f00620061007400200061002000410064006f00620065002000520065006100640065007200200035002e0030002000610020006e006f0076011b006a016100ed00630068002e>
    /DAN <FEFF004200720075006700200069006e0064007300740069006c006c0069006e006700650072006e0065002000740069006c0020006100740020006f007000720065007400740065002000410064006f006200650020005000440046002d0064006f006b0075006d0065006e007400650072002c0020006400650072002000650067006e006500720020007300690067002000740069006c00200064006500740061006c006a006500720065007400200073006b00e60072006d007600690073006e0069006e00670020006f00670020007500640073006b007200690076006e0069006e006700200061006600200066006f0072007200650074006e0069006e006700730064006f006b0075006d0065006e007400650072002e0020004400650020006f007000720065007400740065006400650020005000440046002d0064006f006b0075006d0065006e0074006500720020006b0061006e002000e50062006e00650073002000690020004100630072006f00620061007400200065006c006c006500720020004100630072006f006200610074002000520065006100640065007200200035002e00300020006f00670020006e0079006500720065002e>
    /DEU <FEFF00560065007200770065006e00640065006e0020005300690065002000640069006500730065002000450069006e007300740065006c006c0075006e00670065006e0020007a0075006d002000450072007300740065006c006c0065006e00200076006f006e002000410064006f006200650020005000440046002d0044006f006b0075006d0065006e00740065006e002c00200075006d002000650069006e00650020007a0075007600650072006c00e40073007300690067006500200041006e007a006500690067006500200075006e00640020004100750073006700610062006500200076006f006e00200047006500730063006800e40066007400730064006f006b0075006d0065006e00740065006e0020007a0075002000650072007a00690065006c0065006e002e00200044006900650020005000440046002d0044006f006b0075006d0065006e007400650020006b00f6006e006e0065006e0020006d006900740020004100630072006f00620061007400200075006e0064002000520065006100640065007200200035002e003000200075006e00640020006800f600680065007200200067006500f600660066006e00650074002000770065007200640065006e002e>
    /ESP <FEFF005500740069006c0069006300650020006500730074006100200063006f006e0066006900670075007200610063006900f3006e0020007000610072006100200063007200650061007200200064006f00630075006d0065006e0074006f0073002000640065002000410064006f00620065002000500044004600200061006400650063007500610064006f007300200070006100720061002000760069007300750061006c0069007a00610063006900f3006e0020006500200069006d0070007200650073006900f3006e00200064006500200063006f006e006600690061006e007a006100200064006500200064006f00630075006d0065006e0074006f007300200063006f006d00650072006300690061006c00650073002e002000530065002000700075006500640065006e00200061006200720069007200200064006f00630075006d0065006e0074006f00730020005000440046002000630072006500610064006f007300200063006f006e0020004100630072006f006200610074002c002000410064006f00620065002000520065006100640065007200200035002e003000200079002000760065007200730069006f006e0065007300200070006f00730074006500720069006f007200650073002e>
    /FRA <FEFF005500740069006c006900730065007a00200063006500730020006f007000740069006f006e00730020006100660069006e00200064006500200063007200e900650072002000640065007300200064006f00630075006d0065006e00740073002000410064006f006200650020005000440046002000700072006f00660065007300730069006f006e006e0065006c007300200066006900610062006c0065007300200070006f007500720020006c0061002000760069007300750061006c00690073006100740069006f006e0020006500740020006c00270069006d007000720065007300730069006f006e002e0020004c0065007300200064006f00630075006d0065006e00740073002000500044004600200063007200e900e90073002000700065007500760065006e0074002000ea0074007200650020006f007500760065007200740073002000640061006e00730020004100630072006f006200610074002c002000610069006e00730069002000710075002700410064006f00620065002000520065006100640065007200200035002e0030002000650074002000760065007200730069006f006e007300200075006c007400e90072006900650075007200650073002e>
    /GRE <FEFF03a703c103b703c303b903bc03bf03c003bf03b903ae03c303c403b5002003b103c503c403ad03c2002003c403b903c2002003c103c503b803bc03af03c303b503b903c2002003b303b903b1002003bd03b1002003b403b703bc03b903bf03c503c103b303ae03c303b503c403b5002003ad03b303b303c103b103c603b1002000410064006f006200650020005000440046002003ba03b103c403ac03bb03bb03b703bb03b1002003b303b903b1002003b103be03b903cc03c003b903c303c403b7002003c003c103bf03b203bf03bb03ae002003ba03b103b9002003b503ba03c403cd03c003c903c303b7002003b503c003b903c703b503b903c103b703bc03b103c403b903ba03ce03bd002003b503b303b303c103ac03c603c903bd002e0020002003a403b10020005000440046002003ad03b303b303c103b103c603b1002003c003bf03c5002003ad03c703b503c403b5002003b403b703bc03b903bf03c503c103b303ae03c303b503b9002003bc03c003bf03c103bf03cd03bd002003bd03b1002003b103bd03bf03b903c703c403bf03cd03bd002003bc03b5002003c403bf0020004100630072006f006200610074002c002003c403bf002000410064006f00620065002000520065006100640065007200200035002e0030002003ba03b103b9002003bc03b503c403b103b303b503bd03ad03c303c403b503c103b503c2002003b503ba03b403cc03c303b503b903c2002e>
    /HEB <FEFF05D405E905EA05DE05E905D5002005D105D405D205D305E805D505EA002005D005DC05D4002005DB05D305D9002005DC05D905E605D505E8002005DE05E105DE05DB05D9002000410064006F006200650020005000440046002005E205D105D505E8002005D405E605D205D4002005D505D405D305E405E105D4002005D005DE05D905E005D4002005E905DC002005DE05E105DE05DB05D905DD002005E205E105E705D905D905DD002E002005DE05E105DE05DB05D90020005000440046002005E905E005D505E605E805D5002005E005D905EA05E005D905DD002005DC05E405EA05D905D705D4002005D105D005DE05E605E205D505EA0020004100630072006F006200610074002005D5002D00410064006F00620065002000520065006100640065007200200035002E0030002005D505D205E805E105D005D505EA002005DE05EA05E705D305DE05D505EA002005D905D505EA05E8002E05D905D505EA05E8002E002D0033002C002005E205D905D905E005D5002005D105DE05D305E805D905DA002005DC05DE05E905EA05DE05E9002005E905DC0020004100630072006F006200610074002E002005DE05E105DE05DB05D90020005000440046002005E905E005D505E605E805D5002005E005D905EA05E005D905DD002005DC05E405EA05D905D705D4002005D105D005DE05E605E205D505EA0020004100630072006F006200610074002005D5002D00410064006F00620065002000520065006100640065007200200035002E0030002005D505D205E805E105D005D505EA002005DE05EA05E705D305DE05D505EA002005D905D505EA05E8002E>
    /HRV (Za stvaranje Adobe PDF dokumenata pogodnih za pouzdani prikaz i ispis poslovnih dokumenata koristite ove postavke.  Stvoreni PDF dokumenti mogu se otvoriti Acrobat i Adobe Reader 5.0 i kasnijim verzijama.)
    /HUN <FEFF00410020006800690076006100740061006c006f007300200064006f006b0075006d0065006e00740075006d006f006b0020006d00650067006200ed007a00680061007400f30020006d0065006700740065006b0069006e007400e9007300e900720065002000e900730020006e0079006f006d00740061007400e1007300e10072006100200073007a00e1006e0074002000410064006f00620065002000500044004600200064006f006b0075006d0065006e00740075006d006f006b0061007400200065007a0065006b006b0065006c0020006100200062006500e1006c006c00ed007400e10073006f006b006b0061006c00200068006f007a006800610074006a00610020006c00e9007400720065002e0020002000410020006c00e90074007200650068006f007a006f00740074002000500044004600200064006f006b0075006d0065006e00740075006d006f006b00200061007a0020004100630072006f006200610074002000e9007300200061007a002000410064006f00620065002000520065006100640065007200200035002e0030002c0020007600610067007900200061007a002000610074007400f3006c0020006b00e9007301510062006200690020007600650072007a006900f3006b006b0061006c0020006e00790069007400680061007400f3006b0020006d00650067002e>
    /ITA (Utilizzare queste impostazioni per creare documenti Adobe PDF adatti per visualizzare e stampare documenti aziendali in modo affidabile. I documenti PDF creati possono essere aperti con Acrobat e Adobe Reader 5.0 e versioni successive.)
    /JPN <FEFF30d330b830cd30b9658766f8306e8868793a304a3088307353705237306b90693057305f002000410064006f0062006500200050004400460020658766f8306e4f5c6210306b4f7f75283057307e305930023053306e8a2d5b9a30674f5c62103055308c305f0020005000440046002030d530a130a430eb306f3001004100630072006f0062006100740020304a30883073002000410064006f00620065002000520065006100640065007200200035002e003000204ee5964d3067958b304f30533068304c3067304d307e305930023053306e8a2d5b9a3067306f30d530a930f330c8306e57cb30818fbc307f3092884c3044307e30593002>
    /NLD (Gebruik deze instellingen om Adobe PDF-documenten te maken waarmee zakelijke documenten betrouwbaar kunnen worden weergegeven en afgedrukt. De gemaakte PDF-documenten kunnen worden geopend met Acrobat en Adobe Reader 5.0 en hoger.)
    /NOR <FEFF004200720075006b00200064006900730073006500200069006e006e007300740069006c006c0069006e00670065006e0065002000740069006c002000e50020006f0070007000720065007400740065002000410064006f006200650020005000440046002d0064006f006b0075006d0065006e00740065007200200073006f006d002000650072002000650067006e0065007400200066006f00720020007000e5006c006900740065006c006900670020007600690073006e0069006e00670020006f00670020007500740073006b007200690066007400200061007600200066006f0072007200650074006e0069006e006700730064006f006b0075006d0065006e007400650072002e0020005000440046002d0064006f006b0075006d0065006e00740065006e00650020006b0061006e002000e50070006e00650073002000690020004100630072006f00620061007400200065006c006c00650072002000410064006f00620065002000520065006100640065007200200035002e003000200065006c006c00650072002e>
    /POL <FEFF0055007300740061007700690065006e0069006100200064006f002000740077006f0072007a0065006e0069006100200064006f006b0075006d0065006e007400f300770020005000440046002000700072007a0065007a006e00610063007a006f006e00790063006800200064006f0020006e00690065007a00610077006f0064006e00650067006f002000770079015b0077006900650074006c0061006e00690061002000690020006400720075006b006f00770061006e0069006100200064006f006b0075006d0065006e007400f300770020006600690072006d006f0077007900630068002e002000200044006f006b0075006d0065006e0074007900200050004400460020006d006f017c006e00610020006f007400770069006500720061010700200077002000700072006f006700720061006d006900650020004100630072006f00620061007400200069002000410064006f00620065002000520065006100640065007200200035002e0030002000690020006e006f00770073007a0079006d002e>
    /PTB <FEFF005500740069006c0069007a006500200065007300730061007300200063006f006e00660069006700750072006100e700f50065007300200064006500200066006f0072006d00610020006100200063007200690061007200200064006f00630075006d0065006e0074006f0073002000410064006f00620065002000500044004600200061006400650071007500610064006f00730020007000610072006100200061002000760069007300750061006c0069007a006100e700e3006f002000650020006100200069006d0070007200650073007300e3006f00200063006f006e0066006900e1007600650069007300200064006500200064006f00630075006d0065006e0074006f007300200063006f006d0065007200630069006100690073002e0020004f007300200064006f00630075006d0065006e0074006f00730020005000440046002000630072006900610064006f007300200070006f00640065006d0020007300650072002000610062006500720074006f007300200063006f006d0020006f0020004100630072006f006200610074002000650020006f002000410064006f00620065002000520065006100640065007200200035002e0030002000650020007600650072007300f50065007300200070006f00730074006500720069006f007200650073002e>
    /RUM <FEFF005500740069006c0069007a00610163006900200061006300650073007400650020007300650074010300720069002000700065006e007400720075002000610020006300720065006100200064006f00630075006d0065006e00740065002000410064006f006200650020005000440046002000610064006500630076006100740065002000700065006e007400720075002000760069007a00750061006c0069007a00610072006500610020015f006900200074006900700103007200690072006500610020006c0061002000630061006c006900740061007400650020007300750070006500720069006f0061007201030020006100200064006f00630075006d0065006e00740065006c006f007200200064006500200061006600610063006500720069002e002000200044006f00630075006d0065006e00740065006c00650020005000440046002000630072006500610074006500200070006f00740020006600690020006400650073006300680069007300650020006300750020004100630072006f006200610074002c002000410064006f00620065002000520065006100640065007200200035002e00300020015f00690020007600650072007300690075006e0069006c006500200075006c0074006500720069006f006100720065002e>
    /RUS <FEFF04180441043f043e043b044c04370443043904420435002004340430043d043d044b04350020043d0430044104420440043e0439043a043800200434043b044f00200441043e043704340430043d0438044f00200434043e043a0443043c0435043d0442043e0432002000410064006f006200650020005000440046002c0020043f043e04340445043e0434044f04490438044500200434043b044f0020043d0430043404350436043d043e0433043e0020043f0440043e0441043c043e044204400430002004380020043f04350447043004420438002004340435043b043e0432044b044500200434043e043a0443043c0435043d0442043e0432002e002000200421043e043704340430043d043d044b04350020005000440046002d0434043e043a0443043c0435043d0442044b0020043c043e0436043d043e0020043e0442043a0440044b043204300442044c002004410020043f043e043c043e0449044c044e0020004100630072006f00620061007400200438002000410064006f00620065002000520065006100640065007200200035002e00300020043800200431043e043b043504350020043f043e04370434043d043804450020043204350440044104380439002e>
    /SLV <FEFF005400650020006e006100730074006100760069007400760065002000750070006f0072006100620069007400650020007a00610020007500730074007600610072006a0061006e006a006500200064006f006b0075006d0065006e0074006f0076002000410064006f006200650020005000440046002c0020007000720069006d00650072006e006900680020007a00610020007a0061006e00650073006c006a00690076006f0020006f0067006c00650064006f00760061006e006a006500200069006e0020007400690073006b0061006e006a006500200070006f0073006c006f0076006e0069006800200064006f006b0075006d0065006e0074006f0076002e00200020005500730074007600610072006a0065006e006500200064006f006b0075006d0065006e0074006500200050004400460020006a00650020006d006f0067006f010d00650020006f0064007000720065007400690020007a0020004100630072006f00620061007400200069006e002000410064006f00620065002000520065006100640065007200200035002e003000200069006e0020006e006f00760065006a01610069006d002e>
    /SUO <FEFF004b00e40079007400e40020006e00e40069007400e4002000610073006500740075006b007300690061002c0020006b0075006e0020006c0075006f0074002000410064006f0062006500200050004400460020002d0064006f006b0075006d0065006e007400740065006a0061002c0020006a006f0074006b006100200073006f0070006900760061007400200079007200690074007900730061007300690061006b00690072006a006f006a0065006e0020006c0075006f00740065007400740061007600610061006e0020006e00e400790074007400e4006d0069007300650065006e0020006a0061002000740075006c006f007300740061006d0069007300650065006e002e0020004c0075006f0064007500740020005000440046002d0064006f006b0075006d0065006e00740069007400200076006f0069006400610061006e0020006100760061007400610020004100630072006f0062006100740069006c006c00610020006a0061002000410064006f00620065002000520065006100640065007200200035002e0030003a006c006c00610020006a006100200075007500640065006d006d0069006c006c0061002e>
    /SVE <FEFF0041006e007600e4006e00640020006400650020006800e4007200200069006e0073007400e4006c006c006e0069006e006700610072006e00610020006f006d002000640075002000760069006c006c00200073006b006100700061002000410064006f006200650020005000440046002d0064006f006b0075006d0065006e007400200073006f006d00200070006100730073006100720020006600f60072002000740069006c006c006600f60072006c00690074006c006900670020007600690073006e0069006e00670020006f006300680020007500740073006b007200690066007400650072002000610076002000610066006600e4007200730064006f006b0075006d0065006e0074002e002000200053006b006100700061006400650020005000440046002d0064006f006b0075006d0065006e00740020006b0061006e002000f600700070006e00610073002000690020004100630072006f0062006100740020006f00630068002000410064006f00620065002000520065006100640065007200200035002e00300020006f00630068002000730065006e006100720065002e>
    /TUR <FEFF005400690063006100720069002000620065006c00670065006c006500720069006e0020006700fc00760065006e0069006c0069007200200062006900720020015f0065006b0069006c006400650020006700f6007200fc006e007400fc006c0065006e006d006500730069002000760065002000790061007a0064013100720131006c006d006100730131006e006100200075007900670075006e002000410064006f006200650020005000440046002000620065006c00670065006c0065007200690020006f006c0075015f007400750072006d0061006b0020006900e70069006e00200062007500200061007900610072006c0061007201310020006b0075006c006c0061006e0131006e002e00200020004f006c0075015f0074007500720075006c0061006e0020005000440046002000620065006c00670065006c0065007200690020004100630072006f006200610074002000760065002000410064006f00620065002000520065006100640065007200200035002e003000200076006500200073006f006e0072006100730131006e00640061006b00690020007300fc007200fc006d006c00650072006c00650020006100e70131006c006100620069006c00690072002e>
    /ENU (Use these settings to create Adobe PDF documents suitable for reliable viewing and printing of business documents.  Created PDF documents can be opened with Acrobat and Adobe Reader 5.0 and later.)
    /KOR <FEFFc7740020c124c815c7440020c0acc6a9d558c5ec0020be44c988b2c8c2a40020bb38c11cb97c0020c548c815c801c73cb85c0020bcf4ace00020c778c1c4d558b2940020b3700020ac00c7a50020c801d569d55c002000410064006f0062006500200050004400460020bb38c11cb97c0020c791c131d569b2c8b2e4002e0020c774b807ac8c0020c791c131b41c00200050004400460020bb38c11cb2940020004100630072006f0062006100740020bc0f002000410064006f00620065002000520065006100640065007200200035002e00300020c774c0c1c5d0c11c0020c5f40020c2180020c788c2b5b2c8b2e4002e>
  >>
>> setdistillerparams
<<
  /HWResolution [2400 2400]
  /PageSize [612.000 792.000]
>> setpagedevice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