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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에서는 칼슘포스페이트(CP) 박막형성에 있어서 마그네슘 이온의 존재가 박막의 물리화학적 그리고 생물학적 특성

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를 수행하였다. 실험에서는 5 종류의 다른 표면을 사용하였으며, 배양접시(CTL)와 마그네슘이 

존재하지 않는 상태에서 제조한 CP박막(CaP)을 비교군으로 사용하였다. 나머지 3개 종류의 박막은 마그네슘 농도가 다른 

조건에서 형성하여 사용하였다. 마그네슘의 농도 0.1, 1 그리고 10 mM 조건에서 형성된 박막을 각각 CaPL, CaPM, 그리고 

CaPH로 지정하였다. 제조된 CP박막들의 표면형태를 scanning electron microscopy (SEM)으로 관찰한 결과, 마그네슘의 

존재가 박막의 다공성을 감소시키는 등의 상당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CP박막의 결정성을 분석하기 위해 

X-ray diffraction (XRD)로 분석한 결과, 제조된 박막들은 무결정성 구조를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X-ray photoelectron 

spectroscopy (XPS) 분석을 통해 형성된 박막은 칼슘, 인, 그리고 마그네슘으로 구성되어 있음을 확인하였다. 제조된 박막

에 대한 세포부착실험에서 사용한 마그네슘의 농도가 높을수록 세포부착이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마그네슘 

농도증가에 따라 세포증식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이러한 결과는 마그네슘이 존재 하에 CP박막의 생체적합

성이 향상될 수 있음을 제시한다.

The effect of the presence of magnesium ions in the preparation of calcium phosphate (CP) thin films on the physicochemical 

and biological properties of the films has been investigated in this study. Five different surfaces were used and the culture 

plate (CTL) and CP film prepared in the absence of magnesium (CaP) were used for the comparison. Three different films 

were prepared at different magnesium concentrations. CP films prepared at the Mg concentrations of 0.1, 1, and 10 mM were 

designated as CaPL, CaPM, and CaPH, respectively. The observation of surface morphology of the CP films using scanning 

electron microscopy (SEM) displayed that the presence of magnesium affected considerably the morphology of the films in-

cluding a decrease of surface porosity. X-ray diffraction (XRD) analysis for the determination of the crystallinity of the CP 

films showed that the structure of the films was amorphous. Examination using X-ray photoelectron spectroscopy (XPS) con-

firmed the prepared films consisted of calcium, phophorus, and magnesium. Cell adhesion assays elucidated that cell adhered 

less as the magnesium concentration increased. However, cell proliferation assays demonstrated that the cells proliferated more 

actively on the films prepared at the higher magnesium concentration. These results suggest that the presence of magnesium 

may promote the biocompatibility of CP film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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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1)

  수산화인회석을 포함한 다양한 형태의 CP는 조골세포에 대해 우수

한 생체적합성 및 골전도성을 나타내기 때문에 뼈 대체물질로 활용하

기 위한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1-4]. CP가 의공학적으로 활용

되는 경우, CP의 약한 기계적 특성 때문에 티타늄과 같은 금속성 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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료들의 표면에 박막 형태로 형성하여 활용되고 있다[5-8]. CP박막을 

형성하기 위해서 plasma sputtering[9], sputtering 등의 다양한 방법들

이 활용되고 있다[10]. 그러나 이러한 방법에 의해 형성된 CP박막은 

온도와 같은 형성조건이 자연 뼈가 형성되는 생리적 조건과 상이하

며, 동시에 형성된 박막의 결정성 등과 같은 화학적 특성에 있어서도 

자연 뼈 조직과 상당히 다른 형태로 형성되기 때문에 박막의 생체적

합성이 저하되는 결과를 초래하기도 한다[11,12]. Kokubo 등[13]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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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한 방법으로 체액과 유사한 성분을 갖는 simulated body fluid를 

이용하여 고체 기질표면에 수산화인회석을 형성하는 기술이 보고된 

이후, 이 기술을 활용하여 광범위하게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14,15].

  자연 뼈 조직은 콜라겐이 유기성분의 주된 성분이며, 무기성분으로 

칼슘과 인이 주된 성분을 이루고 있다. 뿐만 아니라 스트론튬, 불소, 

붕소 등과 같은 다양한 종류의 미량원소들을 포함하고 있다. 이러한 

미량원소들은 비록 극히 소량으로 존재하지만, 뼈가 갖는 생물학적 

기능에 필수적인 성분들로 작용한다. 마그네슘은 성인의 경우 대략적

으로 25 g 정도 포함되어 있어, 미량원소에 포함되기에는 많은 양이 

존재하지만, 생물학적으로 미량원소들과 상당히 유사한 기능을 수행

하기 때문에, 미량원소로 취급되는 경우도 있다. 인체 내에 포함된 마

그네슘 중 약 50% 정도가 뼈 조직에 존재하며[16], 뼈의 약 0.6%가 

마그네슘으로 구성되어 있다[17]. 마그네슘은 DNA 전사나 단백질 합

성, 산화적 인산화, 그리고 해당과정 등과 같은 다양한 대사과정들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 또한 마그네슘은 뼈의 항상성과 이

를 조절하는 호르몬의 생성과 분비과정에 중대한 영향을 미친다. 또

한 인회석 표면에 결합하여 인회석의 형성을 위한 핵과 성장을 억제

하는 역할을 한다. 따라서 이와 같은 뼈 내에 존재하면서 다양한 대사

작용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마그네슘의 생물학적 기능에 관한 연구는 

매우 필요하다고 사료된다.

  본 연구에서는 인체의 온도와 같은 조건에서 수용액으로 CP 박막

을 형성할 수 있는 기술을 개발하였다[8]. 이 기술을 활용하여 CP의 

기질 내에 마그네슘 이온들이 함입된 박막을 형성하였으며, 이 복합

박막에서의 조골세포의 거동에 관한 연구를 통해 마그네슘이 나타낼 

수 있는 생물학적 기능에 관한 연구를 수행하였다. 마그네슘이온의 

함유에 따른 박막의 표면형태의 특성 변화 및 세포의 거동의 변화를 

분석하였다. 박막의 표면형태의 변화를 전자주사현미경을 이용하여 

관찰하였고, 박막의 화학적 결합상태를 XPS로 분석하였다. 또한 마그

네슘의 함입에 기인하는 박막특성 변화에 대한 조골세포의 반응을 분

석함으로써 마그네슘의 세포생물학적 기능과 뼈 형성과 관련된 기전

에서의 미치는 영향에 관한 분석을 실시하였다.

2. 실    험

  2.1. 표면 제조

  CP 내에 마그네슘이온의 함입이 조골세포의 반응에 미치는 영향을 

실험하기 위한 박막들은 다음과 같은 방법을 통해 제조하였다. 먼저 

MgCl2⋅6H2O의 농도를 0.01, 1, 10 mM의 세 종류의 용액을 제조하

여 냉장 보관하고, 박막을 형성할 때 사용하였다. 실험을 위한 샘플들

을 제조하기 위해, 4 ℃에서 이 용액들을 칼슘과 인산이온으로 과포

화 시키고, 기공이 0.2 µm인 여과기를 이용하여 여과시킴으로써 용액 

내에 발생한 침전물을 제거하였고, 이러한 여과과정을 통해 살균효과

도 거둘 수 있다. 여과된 과포화 이온용액을 배양접시에 주입하고, 4 

℃에서 60 min 동안 방치하였다. 이 과정을 통해 표면에 인산칼슘 박

막형성을 위한 결정형성을 위한 핵이 형성되고, 이어서 37 ℃에서 숙

성시킴으로써 인산칼슘 박막을 제조하였다. 박막이 제조된 후, 남아있

는 이온용액을 제거하고, 과잉의 초순수로 세 차례 세척한 후, 대기 

중에서 건조하였다. 그리고 모든 실험은 실온에서 진행되었으며, 세균

감염을 방지하기 위해 모든 실험단계는 클린벤치 내에서 수행되었다. 

실험에 사용된 표면의 종류는 5가지의 종류로, 배양접시를 그대로 사

용한 표면을 CTL, 마그네슘 이온이 존재하지 않는 조건하에서 제조

된 칼슘포스페이트 박막을 CaP, 그리고 마그네슘 농도가 0.01, 1, 10 

mM인 조건하에서 제조된 칼슘포스페이트 박막을 각각 CaPL, CaPM, 

CaPH로 표시하여 나타내었다.

  2.2. SEM을 이용한 표면분석

  세포 배양접시의 표면에 마그네슘 이온농도의 변화에 따라 합성된 

박막의 표면형태의 변화를 SEM을 이용하여 관찰하였다. 이를 위하여 

각각의 샘플은 플라즈마 증착기를 이용하여 박막의 표면에 금 코팅을 

하였다. 이러한 전 처리된 박막샘플들은 SEM (JSM-5800, Jeol, Japan)

을 이용하여 표면형태를 관찰하였다.

  2.3. XRD 분석

  제조된 CP 박막들의 결정구조를 분석하기 위하여 박막들에 대해 

10
o
에서 90

o
 사이의 회절각(2θ)을 XRD (X’pert PRO MRD, Philips)

를 이용하여 측정하였다.

  2.3. XPS 분석

  XPS는 박막의 표면의 가장 외부영역의 화학적 결합상태를 분석할 

수 있는 매우 정밀한 기기이다. 합성된 마그네슘이온을 함유하고 있

는 CP 박막의 화학적 상태를 ESCALAB 250 XPS spectrometer (VG 

Scientifics)를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박막표면에 대한 wide scanning

을 통해 CP의 형성을 확인하였고, narrow scan을 통하여 마그네슘 원

소의 함입에 관하여 관찰하였다.

  2.4. 조골세포 배양과 부착실험

  마그네슘 이온이 함유된 CP 박막에 대한 조골세포의 부착현상을 

분석하였다. 조골세포의 세포주 MG63 세포들을 petri dish에 seeding

하여 37 ℃하에서 95% 공기와 5%의 CO2로 채워진 CO2 incubator 내

에서 fetal bovine serum 10%와 antibiotic antimicotic 1% (Cat. no.: 

15240-062, Gibco)로 보충된 DMEM (Gibco-BRL) 배양용액을 이용

하여 배양하였다. 배양액을 정기적으로 교환하여 세포를 최상의 조건

에서 배양하였다. 부착실험을 위해서 배양중인 세포들을 Hank’s bal-

anced salt solution (HBSS)으로 세척한 후, trypsin/EDTA용액을 넣어 

배양기에 3 내지 5 min간 incubation하여 배양접시로부터 harvest하여 

사용하였다. 조골세포의 부착실험은 마그네슘 이온이 함유된 CP 박

막이 형성된 배양접시의 well 당 1 × 10
4
개의 세포를 seeding하였다. 

그런 후 배양접시를 5% CO2인 공기가 채워진 CO2 배양기 내에서 4 

및 8 h, 12 h 동안 배양하였다. 부착된 세포들의 양은 crystal violet 

assay kit를 이용하여 정량화하였다. 모든 경우에 있어서 실험은 세 차

례 이상 반복하였으며, 결과는 평균값과 standard deviation 값으로 나

타내었다.

  2.5. 샘플표면에서의 조골세포 증식

  CP 내에 함입된 마그네슘의 양이 조골세포의 증식에 미치는 영향

을 분석하기 위해 증식 실험을 수행하였다. 증식실험을 위하여 배양

접시에 박막을 형성하였고, 배양중인 세포를 부착실험 시와 같은 방

법으로 harvest하여 이 박막에 well 당 5 × 10
3
개 세포를 seeding하였

다. 그런 후 배양기에 넣어 각각 3, 5, 7일간 연속적으로 배양하였다. 

배양액은 정기적으로 교환하여 세포가 최적의 상태에서 증식할 수 있

도록 하였다. 정해진 배양기간이 경과한 후, 박막에 증식된 세포의 양

을 cell counting kit인 CCK-8를 이용하여 결정하였다. 모든 실험은 

세 차례 이상 반복하였으며, 실험결과를 Figure 5에 나타내었다. 사용

된 데이터는 각각의 경우에서의 평균값과 standard deviation으로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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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b) (c)

Figure 1. SEM micrographs of the surfaces prepared at different magnesium concentrations: 0.01 mM (a), 1 mM (b), 10 mM (c).

타내었다.

3. 결과 및 고찰

  3.1. 박막제조 및 SEM 분석

  마그네슘의 농도를 변화시킴에 따라 형성된 CP 박막의 표면형태를 

SEM을 이용하여 얻은 사진을 Figure 1에 나타내었다. Figure 1(a), 

(b) 그리고 (c)는 각각 CaPL, CaPM, 그리고 CaPH 박막의 표면을 나

타내고 있다. 마그네슘을 사용하지 않고 제조한 박막인 CaP는 이전에 

보고된 형태를 나타내었다[8], 즉, Figure 1(a)와 매우 유사한 형태를 

보였다. 특히 마그네슘 농도가 낮은 조건에서 형성된 CaPL의 표면은 

Aizawa 등[18]이 제조한 마그네슘이 포함된 CP 박막과 물리적으로 

유사한 형태를 보이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마그네슘의 농도를 증가

시킴에 따라 표면의 다공성이 거의 사라지고, 상당히 편평한 표면이 

형성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표면에 형성된 CP 박막의 형태는 

마그네슘 이온의 농도에 의해 상당한 영향을 받는다는 것을 알 수 있

다. 본 연구에서 사용된 마그네슘 이온의 농도가 가장 낮은 0.1 mM인 

경우에는 형성된 박막의 표면은 다공성이 CaP 박막과 유사한 구조를 

보이고 있다. 이 농도에 작용하는 영향이 그리 크지 않은 것을 짐작할 

수 있다. 그러나 마그네슘의 농도가 1 mM과 10 mM로 증가시킨 경

우, 형성된 CP 박막표면의 다공성은 감소하고 거의 편평한 판 형태의 

박막이 형성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CP의 생성에 있어서 마그

네슘 이온이 상당한 영향을 미치는 것을 알 수 있다.

  3.2. 표면의 화학적 성질

  각 샘플 표면들에 대한 XPS의 full scan을 이용하여 마그네슘 이온

이 함입된 CP 박막의 표면을 분석한 결과를 표면은 칼슘과 인에 기인

한 피크가 나타났으며, 마그네슘에 기인한 피크도 나타났다. 마그네슘

의 농도가 0.01, 1, 10 mM인 경우에 얻은 스펙트럼을 Figure 2에 나

타내었다. CP 박막을 형성한 샘플들의 각각에 대해 binding energy가 

0에서 800 eV까지 scan한 결과, 모든 샘플들에 있어서, binding en-

ergy가 347 eV 부근에서 칼슘에 기인하는 피크와 133 eV 부근에서 

인에 기인하는 피크를 관찰할 수 있었다. 또한 51 eV 부근에서 마그

네슘 2p로부터 기인하는 피크를 확인함으로써 박막 내에 마그네슘이 

함유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3.3. 복합박막의 결정성

  샘플 표면들에 대한 XRD를 이용하여 얻은 스펙트럼을  Figure 3에 

나타내었다. 그림에 나타난 바와 같이 피크가 broad하게 나타났다. 따

Figure 2. Representative X-ray photoelectron spectroscopic spectrum 

obtained from the CP films: Mg concentrations used to prepare CP 

films were (a) 0.01 mM, (b) 1 mM, and (c) 10 mM.

라서 형성된 CP 복합박막은 모두 무결정성에 가까운 구조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3.4. 부착실험

  제조된 샘플 표면들과 조골세포와의 작용을 알아보기 위하여 부착

실험을 수행하였다. CTL, CaP, CaPL, CaPM, 그리고 CaPH 표면에 

동량의 세포를 seeding하였고, 각 샘플들을 CO2 배양기에 각각 4, 8, 

12 h 동안 incubation한 후, 박막의 표면에 부착된 세포들의 양을 측

정하였다. 측정한 결과는 Figure 4에 나타내었다. 4 h 동안 incubation

하였을 때, 세포의 부착률은 마그네슘이 존재하지 않는 상태에서 제

조된 CaP 박막과 마그네슘 농도가 가장 낮은 농도에서 제조된 CaPL 

박막의 표면에 가장 많은 세포가 부착하였다. CTL의 경우, 가장 낮은 

세포부착률을 보였으며, CaPM과 CaPH의 경우에는 CTL과 비슷한 

정도를 보였다. CaP에서의 부착률은 배양접시인 CTL와 비교했을 때 

거의 3배 정도 높은 것을 볼 수 있다. 이 결과는 본 연구실에서 보고

한 결과와 일치하는 것으로, 이전에 보고된 형태의 CP 박막의 특성과 

유사한 것을 알 수 있다[8]. CaPL의 경우, 사용된 마그네슘 농도가 가

장 낮았기 때문에 형성된 박막의 세포와의 작용이 CaP와 유사한 결

과를 보인 것으로 사료된다. 그러나 마그네슘 농도를 추가적으로 증

가시켰을 때, 세포부착 정도는 반대로 크게 감소하였다. 이는 박막 제

조 시에 마그네슘이 존재하게 되는 경우, 박막의 특성을 변화시켜 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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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3. Representative X-ray diffraction spectrum obtained from the 

CaPM prepared at the magnesium concentration of 1 mM.

Figure 4. Adhesion assay to determine the interaction between osteo-

blastic cells and the surface of thin films.

포부착을 저해하는 작용을 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대부분의 샘플 표

면에서 incubation 시간이 8과 12 h으로 늘어난 경우, 부착된 세포의 

수도 늘어났다. 따라서 마그네슘의 함입에 따라 세포부착이 감소하는 

것은 마그네슘의 존재 하에서 생성되는 CP 복합박막의 특성에 부정

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러한 특성변화는 SEM 관

찰결과에서도 확인한 바와 같이 마그네슘의 존재가 CaP의 형성에 상

당한 영향을 줌으로써 박막의 물리화학적 특성뿐만 아니라 생물학적 

특성에도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와 같은 마그네슘의 농

도가 세포부착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때, 이러한 성질이 세포의 증

식에는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에 관한 사실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저자는 이러한 박막의 표면성질변화가 세포의 증식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확인하기 위해 증식실험을 수행하였다.

  3.5. 증식실험

  마그네슘이 함입된 CaP 박막에 대한 세포증식 결과를 Figure 5에 

Figure 5. Variation of osteoblastic cells on the calcium phosphate thin 

films prepared at different Mg concentrations.

나타내었다. 증식실험을 세포를 3, 5, 7일간 연속적으로 배양한 후, 증

식된 세포의 양을 측정하여 나타내었다. 각각의 표면에서는 증식기간

이 길어짐에 따라 세포의 양도 증가하는 것을 볼 수 있다. 그러나 다

른 성질을 갖는 표면간의 양상은 표면의 성질에 따라 상당히 다른 양

상을 보이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전술한 바와 같이 부착실험에서는 

CaP와 CaPL 표면에서 부착률이 CTL, CaPM, CaPH 표면보다 훨씬 

더 높았다. 그러나 증식실험에서는 모든 경우에 있어서 CTL과 CaPH

에서 가장 높은 세포증식률을 보였다. 그리고 CaP에서 증식률이 가장 

낮았으며, CaPL와 CaPM는 CaP보다는 약간 높았지만, CTL이나 

CaPH 보다는 훨씬 낮은 증식률을 나타내었다. 특히 CaPH의 경우, 세

포증식이 매우 높아, 세포증식을 위한 상업용 배양접시 CTL과 비슷

한 정도의 수준에 도달하는 것을 볼 수 있었다. 이러한 결과는 부착실

험의 결과와는 정반대되는 경향을 보이는 것이다. 비록 초기단계에서

의 부착률이 낮지만, 표면에 의한 자극에 의해 증식이 급속도로 높아

지게 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범위 내에서는 박막의 

제조 시 사용된 마그네슘의 농도가 높을수록 세포에 증식을 자극하는 

작용을 유발하여, 세포증식이 보다 활발하게 진행되게 되는 결과를 

가져오는 것으로 볼 수 있다. 

4. 결    론

  인체 내에서 뼈가 형성되는 기전과 뼈 속에 존재하는 다양한 미량

원소들이 뼈 형성 및 뼈의 생물학적 기능에 미치는 영향에 관하여 아

직 이해가 부족한 것이 사실이다. 따라서 뼈 생성에 작용하는 인자들

과 이들의 생물학적 기능에 관한 연구가 요구되고 있다. 본 연구에서

는 마그네슘 존재 하에서 제조한 CP 박막에 대한 조골세포의 거동을 

연구함으로써, 마그네슘이 CP의 특성과 세포반응에 미치는 영향에 

관하여 연구하였다. 즉 마그네슘이 존재하는 경우, 형성된 CP 박막은 

마그네슘이 존재하지 않는 환경에서 형성된 박막과는 상당히 다른 영

향을 미치며, 생물학적 반응도 상당히 매우 달라지는 것을 알 수 있었

다. 마그네슘 농도가 증가함에 따라 박막의 다공성이 감소하였고, 이

러한 물리적 특성이 세포의 반응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박막의 화학적 상태를 XPS로 분석한 결과, 형성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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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P 박막들은 모두 칼슘, 인, 그리고 마그네슘으로부터 기인하는 피크

들이 관찰됨으로써 합성된 박막의 화학적 성질이 CP의 복합박막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XRD 측정으로부터 형성된 박막의 구조가 무결정

성으로 나타났다.

  제조한 샘플표면에 대한 세포의 반응을 부착실험 및 증식실험으로 

분석하였다. CTL과 CaP에 대한 세포반응은 보고된 바와 같은 경향을 

나타내었다. 그러나 마그네슘 농도가 높아질수록 부착이 감소하는 것

은 마그네슘 존재가 세포부착을 저해하는 요소로 작용하지만, 이와는 

반대로 마그네슘의 존재가 증식에는 긍정적으로 작용하는 것으로 나

타났다. 생체재료의 개발에 있어서 세포의 부착도 매우 중요한 요소

이지만, 생체재료의 표면에서의 세포증식은 새로운 조직의 형성과정

에 있어서 보다 중요한 요소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따라서 CP 박막

형성에 있어서 마그네슘의 활용은 매우 유용한 방법이라고 볼 수 있

다. 이에 추가하여 세포의 증식에 따른 세포내의 신호전달 기전과 이

와 관련된 결과적인 세포의 반응을 분석한다면, 본 연구를 보다 광범

위하게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이 될 것이며, 생체재료 개발에 있어서 중

요한 정보가 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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