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J. Korean Ind. Eng. Chem., Vol. 19, No. 3, June 2008, 326-331

326

나트륨염에 의한 비양론적 인회석의 특성 및 SaOS-2 세포반응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정재영ㆍ한주연ㆍ최선미ㆍ이우걸
†

생체계면조직공학 연구실, 화학공학과, 조직재생공학연구소, 단국대학교

(2008년 4월 11일 접수, 2008년 5월 3일 채택)

-

Variation of Characteristics of Nonstoichiometric Apatite Induced by Sodium Salt

Jae-Young Jung, Juyun Han, Sun-Mi Choi, and Woo-Kul Lee
†

Laboratory of Biointerfaces & Tissue Engineering Research, Department of Chemical Engineering, Institute of Tissue Regeneration 

Engineering, Dankook University, Gyeonggi-do 448-701, Korea

(Received April 11, 2008; accepted May 3, 2008)

본 연구의 목표는 고체기질 표면에 Na 이온이 포함된 비양론적 인회석 코팅을 형성하는 기술을 개발하는 것이다. 나트륨염 

농도가 다른 조건에서 형성된 인회석 코팅은 Na 이온이 존재하는 경우 표면 morphology, 화학적 상태 그리고 Ca/P 비율 

등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성질들의 변화는 Na 이온의 농도가 0.01 mM로 증가될 때까지 지속되

었다. 칼슘과 인의 비율은 2.18에서 2.03 정도까지 변화되었으며, 이는 합성된 비양론적 인회석이 칼슘이 풍부한 조성을 

가지고 있음을 나타내고 있다. 모든 시료들의 구조는 저결정성 구조를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인회석 코팅층 내에 Na 이온

이 존재하는 경우, 인간 조골세포의 세포주인 SaOS-2 세포의 부착이 상당히 증가하였다. 그러나 이 세포들의 증식은 Na 

이온 농도가 증가함에 따라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상반된 세포반응은 SaOS-2 세포와 인회석 표면간의 작용이 

세포신호전달을 포함한 세포내 기전에 상당한 변화를 초래했기 때문일 것으로 사료된다.

The purpose of this work is to develope sodium-containing nonstoichiometric apatitic coatings on solid substrate. The apatitic 

coatings prepared at different concentrations of sodium salt indicated that the presence of sodium ions exerted significant ef-

fects on the physicochemical properties of the apatitic coating including surface morphology, chemical state, and Ca/P ratio. 

The variation of these properties was sustained up to 0.01 mM of sodium ion concentration. The ratio of calcium to phospho-

rus was varied from 2.18 to 2.03 which indicated the apatitic coating prepared in this study was calcium-rich non-

stoichiometric apatite. The structure of all the samples appeared to be low crystalline. In the presence of sodium ion within 

the apaptitic coating, the adhesion of human osteoblast-like SaOS-2 cells was significantly promoted. On the other hand, the 

proliferation of the cells on the apatitic coatings was decreased with the increase of sodium ions. This reverse response of 

SaOS-2 cells indicates that the interaction between SaOS-2 and apatitic surface triggered considerable changes in intracellular 

mechanisms including cellular signal transduc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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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1)

  현재 세계적으로 질병에 의해 손상된 경조직 대체 및 재생을 위해 

다양한 형태의 물질들에 관한 연구가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이를 

위해 금속, 합금, 세라믹, 고분자 물질 등과 같은 물질들이 활용되고 

있으며, 특히 치과용 임플란트 또는 정형외과 임플란트용으로 티타늄

합금과 수산화인회석이 널리 활용되고 있다[1-4]. 이미 알려진 바와 

같이, 생체재료는 기계적 기능과 생물학적 기능을 모두 만족하여야 

한다. 티타늄 합금과 같은 경우, 기계적 성질이 상당히 우수하지만, 수

산화인회석은 티타늄에 비해 생체적합성이나 골전도성이 매우 우수

한 물질이다. 그러나 수산화인회석 또는 인산칼슘 등은 기계적 강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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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상당히 약하기 때문에 하중이 작용하는 부위에는 활용하기가 어려

운 것이 문제점이다. 따라서 이러한 인산칼슘 계통의 세라믹을 금속

재료의 표면에 코팅하여 활용함으로써 재료의 기계적 기능과 생물학

적 기능이 모두 향상시킬 수 있는 방법에 관한 연구가 진행되고 있으

며, 이러한 개념을 바탕으로 다양한 형태의 인산칼슘 코팅법이 보고

되고 있다[5-7].

  뼈 조직은 칼슘과 인이 주성분을 이루지만, 다량의 콜라겐과 같은 

단백질과 다수의 미량원소들로 구성되어 있다. 또한 뼈가 형성되는 

과정에서 인체를 구성하는 체액 내에 존재하는 다양한 단백질과 이온

들의 영향을 받게 된다. 체액 내에는 특히 나트륨 이온을 포함하여 다

양한 종류의 이온들이 존재하고 있으며, 이러한 이온들은 뼈 형성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들 기전들에 관해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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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직 완전히 이해가 되지 않은 것이 사실이다.

  본 연구에서는 뼈조직의 형성에 있어서 이온들의 역할, 특히 1가 양

이온이 뼈 형성에 미치는 영향에 관해 분석하였다. 특히 인공적인 방

법을 통하여 뼈와 유사한 조성을 갖는 합성인산칼슘 합성에 있어서 1

가 양이온이 존재할 때 나타나는 변화와 이에 대한 조골세포의 반응

을 분석하였다.

2. 실    험

  2.1. 시료표면 제조

  NaCl를 DDW에 용해시켜 NaCl의 농도가 각각 0.001, 0.01, 0.1, 1 

mM이 되도록 NaCl 이온용액을 제조하였다. 그런 후 이전에 준비된 

용액에 같은 농도의 Ca(NO3)2⋅4H2O과 (NH4)2HPO4 용액을 가하여 

Ca
2+

 및 PO4

3-
 이온의 농도가 과포화가 되도록 용해시킨 후, 균일침전

물들을 필터를 이용하여 제거한 후, polystyrene culture plate에 주입하

여 인산칼슘 박막을 형성하였다. 필터의 기공의 크기가 0.2 µm이므로, 

균일침전물의 제거는 물론 용액을 살균하는 효과도 거둘 수 있다. 초

기에 모든 합성단계는 저온에서 진행하였으며, 이온용액을 culture 

plate에 주입한 후, 4 ℃에 1 h 동안 incubation하였다. 그런 후 시료들

을 37 ℃ incubator로 옮긴 후, 90 min 동안 incubation하였다. 이온용

액을 제거한 후, 과량의 DDW를 이용하여 시료들을 세척한 후, clean 

bench 내에서 충분히 건조시켰다. 모든 시료표면 제조과정은 무균상

태에서 진행하였다.

  2.2. 시료표면의 morphology 분석

  합성된 인산칼슘 박막의 표면 morphology는 field emission-scanning 

electron microscopy (JSM-5800, Jeol, Japan)을 이용하여 관찰하였다. 

배양접시에 박막을 형성한 후, 바닥부분을 절단하여, 금으로 코팅한 

후, SEM 관찰을 수행하였다. 인산칼슘의 표면 morphology를 비교하

기 위해 30000배로 확대하여 촬영하였다.

  2.3. 인산칼슘 박막의 Ca/P ratio 분석

  EDX (emission dispersive X-ray spectroscopy)를 이용하여 배양접시 

바닥에 형성된 인산칼슘 박막의 화학적 조성을 측정하였다. 인산칼슘

의 화학적 특성을 나타내는 값으로써 칼슘과 인의 atomic % 비율을 

계산하였다.

  2.4. 시료의 결정성 분석

  배양접시에 합성된 인산칼슘 박막의 결정성을 분석하기 위하여 박

막들에 대해 XRD (X’pert PRO MRD, Philips)를 10
o
에서 90

o
 사이의 

회절각(2θ)을 이용하여 측정하였다.

  2.5. 인산칼슘 박막 형성에 대한 IR 분석

  Na 이온이 존재하는 상태에서 인산칼슘 박막이 형성되는 과정을 

Fourier transform infrared spectroscopy의 attenuated total reflectance 

(ATR)를 이용하여 in situ 상태에서 인산칼슘의 화학적 상태를 분석하

였다. ATR은 germanium crystal window를 이용하였으며, 인산칼슘 

박막을 형성하는데 있어서 Na 이온의 농도가 0.1 mM인 경우에 대해 

측정하였다. 이온용액을 crystal window에 주입한 후, 4 ℃에서 1 h 동

안 incubation 시켰다. 그런 후, 20, 25, 30, 35, 40, 50, 80, 105 min의 

시간에 IR spectrum을 측정하였다. 모든 데이터는 20회 스캔한 값의 

평균값을 사용하였다.

  2.6. 조골세포 세포주 SaOS-2 세포배양

  시료의 세포적합성에 관한 실험은 human osteoblast-like SaOS-2 세

포주를 사용하였다. SaOS-2 세포주는 장영주 교수(단국대학교 치과대

학 병리학)로부터 제공받았으며, fetal bovine serum 10%와 antibiotic 

antimicotic 1% (Cat. no.: 15240-062, Gibco)로 보충된 DMEM (Gibco- 

BRL)으로 채워진 배양접시에 분주하여, 37 ℃ 5% CO2 조건인 in-

cubator 내에서 배양하였다. 배양액을 정기적으로 교환하여 세포배양

이 최적의 조건이 될 수 있도록 하였다. 추후 세포를 이용한 실험을 

위해, 배양중인 세포들을 Hank’s balanced salt solution (HBSS)으로 

세척한 후, trypsin/EDTA용액을 넣어 배양기에 3 내지 5 min간 in-

cubation하여 배양접시로부터 harvest하여 사용하였다.

  2.7. SaOS-2 세포의 초기 부착반응 분석

  SaOS-2 세포를 배양접시로부터 harvest한 후, 시료표면 당 1 × 10
4
 

개의 세포들을 분주하였다. 그런 후 시료들을 5% CO2 분위기의 CO2 

배양기 내에서 각각 3 및 8 h 동안 배양하였다. HOS 세포들이 시료표

면과 초기에 작용하는 현상을 crystal violet assay kit를 이용하여 정량

하였다. 모든 경우에 있어서 실험은 세 차례 이상 반복하였으며, 결과

는 평균값과 standard deviation 값으로 나타내었다.

  2.8. 표면특성이 SaOS-2 세포의 증식에 미치는 영향 분석

  NaCl의 존재 하에서 합성된 인산칼슘이 human osteoblast-like SaOS- 

2 세포들의 증식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기 위해 시료표면 당 SaOS-2 

세포들을 5 × 10
3
개 세포를 분주하고, CO2 incubator 내에서 3일과 6

일 동안 연속적으로 배양하였다. 배양액은 정기적으로 교환함으로써 

세포배양이 최적 조건하에서 진행되도록 하였다. 정해진 기간 동안 

배양 한 후, 증식한 SaOS-2 세포의 양을 cell counting kit (CCK-8)을 

이용하여 정량하였다. 모든 실험은 세 차례 이상 반복하였다. 얻어진 

결과값은 평균값과 standard deviation으로 나타내었다.

3. 결과 및 고찰

  3.1. 인산칼슘 박막의 표면 morphology 분석

  인체 내의 체액은 다양한 이온들로 구성되어 있다. 특히 Na 이온은 

혈장 내에서 140 mM 정도를 차지할 정도로 매우 높은 농도로 존재하

는 이온들 중 하나이다. 이와 같이 높은 농도로 존재하는 이온은 뼈 

형성과정에서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사료된다. 특히 뼈 내

에도 Na 이온은 뼈의 주성분을 이루는 칼슘과 비교했을 때 약 30 : 1 

정도의 양으로 존재하기 때문에 Na 이온의 존재가 뼈 형성과정에 미

치는 영향에 관한 분석이 요구된다. 또한 체내에 존재하는 sodium의 

약 25% 정도가 골격조직에 존재한다[8].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생리학적 기능에 관해서는 아직 충분하게 연구되어 있지 않은 실정이

다. 특히 현대과학의 발전으로 노인층 인구가 증가함에 따라 뼈와 관

련된 질환이 매우 심각한 수준에 이르고 있는 실정이며, 이를 위해 경

조직 대체물질 개발이 매우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따라서 뼈를 구

성하고 있는 다양한 성분들의 기능과 중요성에 관한 연구가 매우 요

구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일가 양이온인 Na 이온이 뼈와 유사한 성

분으로 이루어진 인산칼슘 형성에 미치는 영향에 관하여 연구하였다.

  일가 양이온인 Na 이온이 존재하는 조건하에서 합성된 인산칼슘 

박막의 특성을 분석하기 위하여 Na 이온의 농도를 0.001, 0.01, 0.1, 

1 mM인 용액에 칼슘과 인산이 과포화 된 이온용액을 이용하여 인산

칼슘 박막을 형성하였다. Figure 1에 나타낸 바와 같이 Na 이온이 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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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1. Surface morphology observed with SEM. CaP samples were prepared at different sodium concentrations: (a) 0.001 mM, (b) 0.01 mM,

(c) 0.1 mM, and (d) 1 mM.

재하는 상태에서 합성된 인산칼슘의 표면 morphology를 FE-SEM으로 

관찰한 결과, Na 이온의 농도에 따라 인산칼슘의 표면 morphology가 

상당한 변화를 유발시킨다는 사실을 관찰할 수 있었다. Na 이온의 농

도가 0.001 및 0.01 mM인 경우의 표면 morphology는 순수한 인산칼

슘이 갖는 형태를 나타내었다[9]. Na 이온의 농도가 증가하면서, 표면

구조의 치밀도가 증가하는 것을 볼 수 있었다. 그러나 Na 이온의 농도

가 1 mM로 증가하게 되면, 인산칼슘 박막의 표면구조는 치밀도가 상

당히 감소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Na 이온의 농도에 따른 인산

칼슘의 구조가 상당한 영향을 받는 것을 알 수 있다. 

  3.2. 인산칼슘 박막의 화학조성 분석

  인산칼슘의 특성은 칼슘과 인의 비율(Ca/P)로 나타내는 것이 일반

적이다. 인회석의 경우 Ca/P의 비가 1.67이다. 따라서 Ca/P 비율로 인

산칼슘의 종류를 알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Na의 농도가 다른 조건 

하에서 합성한 인산칼슘들에 대한 EDX 분석을 통하여 인산칼슘 내에 

존재하는 원소들의 조성을 분석하였다. EDX 스펙트럼을 Figure 2에 

나타내었다. 본 연구에서 합성한 인산칼슘의 Ca/P 비의 값은 2.0에서 

2.19 정도로 나타났으며, 그 결과를 Figure 3에 나타내었다. Ca/P 비는 

Na의 농고가 0.01 mM까지는 큰 변화가 없다가, Na 농도가 0.1 mM 

이상이 되면서 급격하게 감소하여 2.0 정도의 값을 보이고 있다. 따라

서 EDX 결과에 의해서도 Na의 존재가 인산칼슘 형성에 상당한 영향

을 미치는 것을 알 수 있다.

  3.3. 인산칼슘 박막의 결정성

  Na 이온의 존재 하에 합성된 인산칼슘 박막의 결정성을 XRD를 이

용하여 분석한 결과를 Figure 4에 나타내었다. XRD 스펙트럼을 보면, 

전반적으로 피크가 broad하게 나타났으며, 따라서 인산칼슘의 결정성

이 매우 낮은 상태라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본 연구에서 인산칼슘

을 합성 시, 온도와 압력 등의 조건이 생체친화적인 조건이기 때문에 

발생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일반적으로 고체 표면에 plasma spray 

coating법이나 sputtering 등을 이용하여 인산칼슘 코팅층을 형성하는 

경우, 높은 온도조건에서 진행되기 때문에 형성된 코팅층의 결정성이 

매우 높다. 결과적으로 자연뼈 조직의 저결정성과는 상당히 다른 결

정성을 갖는 코팅층이 형성됨으로 인해 조골세포의 생물학적 반응에 

차이를 유발시키게 된다.

  3.4. 인산칼슘 박막 형성에 대한 IR 분석

  Na 이온이 존재하는 상태에서의 인산칼슘 박막이 형성되는 기전을 

FTIR로 측정한 결과를 Figure 5에 나타내었다. Incubation 시간에 따

른 FTIR 흡수스펙트럼의 변화가 크게 나타났으며, 특히 1200에서 900 

cm
-1

 영역에서 인산칼슘 박막 내의 인산기에 의한 흡수영역이 나타났

다[10]. 이 영역 내에서도 특히 960, 1025, 1125 cm
-1

 wavenumber를 

중심으로 피크가 처리시간이 증가함에 따라 지속적으로 증가하였고, 

이 흡수영역은 ν1과 ν2 phosphate에 의해 IR의 흡수가 발생하는 영

역에 해당되기 때문에, EDX의 결과와 IR 측정한 결과에 따라 인산칼

슘이 성공적으로 형성된 것을 알 수 있다. 특히 1025 cm
-1
에서의 피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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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2. EDX measurements for the CaP samples prepared at different 

concentrations: (a) 0.001 mM, (b) 0.01 mM, (c) 0.1 mM, and (d) 1 

mM.

가 가장 많이 증가하였으며, 1125 cm
-1
에 위치한 피크가 크게 증가하

였다. 그리고 960 cm
-1
에서의 부근에서 피크는 40 min 이후부터 빠르

게 증가하는 것을 관찰하였다. 960 cm
-1
에서의 흡수피크는 인회석이

나 octacalcium phosphate에 존재하는 대칭 PO4의 대칭신축진동에 의

한 흡수피크이며, 1025 cm
-1

 부근의 피크는 HOPO3의 신축진동에 의

한 흡수에 기인한다고 볼 수 있다[11]. 또한 1125 cm
-1
을 중심으로 한 

흡수피크는 ν6 P-O의 신축에 의한 흡수영역을 나타내는 것으로 알려

져 있다[12]. 따라서 본 연구에서 형성된 인산칼슘 박막은 비양론적 

인회석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Figure 3. The atomic ratio of calcium and phosphorus elements calcu-

lated from the EDX measurements.

Figure 4. A representative XRD pattern measured from the CaP sample 

prepared at the sodium concentration at 1 mM.

  3.5. 부착실험

  생체재료의 조직과의 접촉은 재료의 표면과 세포와의 접촉에 의해 

이루어진다. 즉 생체재료의 기계적 특성은 재료의 전체적인 물리화학

적 성질에 의해 결정되지만, 조직이나 세포와의 작용은 재료의 표면

에 의해 결정된다고 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Na 이온 존재 하에 

합성된 인산칼슘과 조골세포주인 SaOS-2 세포와의 초기작용에 관한 

실험을 수행하였다. 일반적으로 Na 이온은 세포배양액 내에 상당한 

양이 존재하며, 세포외액 내에는 약 150 mmol/L 존재하는 것으로 알

려져 있다[13]. 따라서 배양액 내에 Na 이온을 추가적으로 첨가한 경

우에는 Na 이온의 농도의 변화가 세포의 부착현상에 그리 큰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14]. 즉 용액 내에 존재하는 Na 이온의 

농도는 세포의 증식에 그리 큰 영향을 주지 못하는 것으로 사료된다. 

그러나 Na 이온이 세포가 직접적으로 접촉하는 재료의 표면에 Na 이

온이 존재하는 경우, 세포의 부착에 상당한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

났다. Figure 6에 나타낸 바와 같이 배양접시에 비해 부착 정도가 급

격하게 증가하였으며, 사용한 Na 이온의 농도가 증가함에 따라 부착 

정도가 작은 범위 내에서 서서히 증가하였고, Na 이온의 농도가 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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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5. Variation of IR spectrum of calcium phosphate film meas-

ured using In-situ ATR-FTIR with the increase of preparation time: ① 

20, ② 25, ③ 30, ④ 35, ⑤ 40, ⑥ 50, ⑦ 80, and ⑧ 105 min.

Figure 6. Adhesion of human osteoblast-like SaOS-2 cells on the sam-

ple films. Empty and filled columns represent 4 and 8 hr of incubation 

on the surface.

mM 이상에서는 부착 정도가 상당히 유사한 것을 볼 수 있다. 따라서 

세포의 부착에 영향을 주는 Na 이온의 한계 농도가 0.01 mM 정도로 

판단된다. Osteoblast-like SaOS-2 세포의 초기부착반응은 Na 이온의 

처리농도가 높을수록 부착이 증가하는 것을 볼 수 있다. 특히 배양접

시(CTRL)에 비해 Na 이온의 농도가 0.01 mM 이상인 경우, 부착반응

은 배양접시에서의 결과에 비해 2배 이상 향상되는 것을 알 수 있다.

  3.6. 증식실험

  Na 이온이 함입된 인산칼슘 박막에서의 인간조골세포주인 SaOS-2 

세포의 증식실험을 통하여 Na 이온의 함입이 조골세포의 증식에 미치

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Figure 7에 나타낸 바와 같이 Na 이온의 함입

에 의해 조골세포의 증식이 억제되는 것을 볼 수 있다. 즉 Na 이온의 

농도가 0.01 mM까지 증가시킬 경우, SaOS-2 세포의 증식이 점차적으

로 억제되고, Na 이온 농도를 1 mM까지 증가시킨 경우, 세포의 증식

은 큰 변화를 나타내지 않았다. 따라서 Na 이온의 함입 농도에 따른 

세포증식의 변화는 Na 이온농도가 0.01∼0.1 mM 범위까지 영향을 미

치고, 추가적인 함입에 의한 영향은 크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

한 결과는 Na 이온을 배양용액 내에 용해시킨 상태에서 배양한 경우, 

Figure 7. Proliferation of SaOS-2 cell on the sample films. Empty and 

filled columns represent 3 and 5 days of proliferation, respectively.

용해된 Na 이온의 농도에 따른 세포의 증식변화가 그리 크지 않은 것

으로 나타난 이전 연구결과와 상당히 다른 경향을 나타낸다[14]. 그러

나 이보다 훨씬 낮은 농도의 Na 이온을 표면에 함입시킨 경우, 조골세

포의 증식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는 것을 볼 때, 미량원소의 존재가 경

조직 생성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중요함을 알 수 있다. 이와 같이 재

료 내에 존재하는 원소들은 용액 내에 존재하는 원소가 작용하는 것

과는 상당히 다른 세포반응을 유도할 수 있으며, 따라서 미량원소의 

함입이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Na 이온이 인산칼슘 내에 

존재함에 따라 세포의 작용을 유발시키고, 결과적으로 세포의 증식이 

억제되었음을 알 수 있다.

4. 결    론

  본 연구에서는 Na 이온이 존재하는 환경에서 합성된 비양론적 인

회석의 Na 이온 농도의 변화에 따른 인회석의 물리화학적 성질의 변

화와 인간조골세포의 세포주인 SaOS-2 세포의 부착 및 증식에 미치

는 영향에 관하여 연구하였다. 실험결과에 의하면 Na 이온이 존재하

는 조건에서 합성된 인회석은 Na 이온의 농도에 따라 표면의 mor-

phology가 상당히 변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인회석을 구성하고 있

는 칼슘과 인의 조성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

히 Na 이온의 농도가 0.1 mM 이상으로 증가시켰을 때, 화학적 조성

이 상당히 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모든 경우에 있어서 결정

도는 상당히 낮은 박막이 형성되었다. FT-IR 분석을 통하여 형성된 

박막이 인회석이라는 것을 추가적으로 확인하였으며, 특히 처리시간

에 따른 기능단의 증가를 확인할 수 있었다. 형성된 비양론적 인회석

에 대한 조골세포주 SaOS-2 세포의 부착 및 증식 실험에서는 Na 이온

의 농도가 증가함에 따라 부착정도는 증가하였으나, 증식능은 감소하

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현상은 Na 이온을 포함하고 있는 인회석

의 표면성질이 세포의 부착을 유도하는 특성을 갖는 반면, 부착 이후

에 진행되는 표면과의 작용과 이에 따른 세포 내로의 신호전달기전에 

영향을 미쳐 세포의 반응을 유발시키고, 그 결과들 가운데 증식은 억

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이러한 결과가 본 연구에 사용된 인

회석이 세포독성을 갖는다는 의미는 전혀 아니다. 이는 충분한 시간

이 경과한 이후에도 모든 시료들의 세포수가 지속적으로 상당히 증가

하고 있다는 사실이 이를 증명해 준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합성된 

Na 이온을 포함하고 있는 비양론적 인회석이 부착을 유도하는 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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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식을 억제하는 이러한 기전은 추가적인 연구를 통하여 밝혀야 할 

것이며, 본 연구실에는 이러한 현상을 규명하기 위한 지속적인 연구

를 진행할 계획이다. 결론적으로 Na 이온을 포함하고 있는 비양론적 

인회석을 생체모방형 조건하에서 합성하였으며, 이는 뼈조직과 보다 

유사한 화학적 조성을 갖는 경조직 대체물질 개발에 상당한 기여를 

할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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