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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urpose: Standards of alloy for porcelain fused to metal crown be classified by metallic factor and biological
factor. Metallic factors consist of stability of alloy composition and mechanical strength and surface characteristics
for chemical bond. Biological factors be considered properties of metallic elements and problems originated by
toxicity and hypersensitive reaction. Alloys considered such controversial points are the most suitable alloy for dental
instrument.

Method: Alloys added Be and Nb using Ni-Cr alloy which has been widely used for dental instrument be selected
and classified experimental group. Non-addition Be and Nb to Ni-Cr alloy classify control group and addition Be
alloy is Be-experimental group, addition Nb alloy is Nb-experimental group. Specimens for cytotoxicity analysis
gave effect to washing and sterilization. and then made an experiment on elution with cell medium after
disinfection. It conducted specimens within cell medium with 24hours, 48hours, 72hours, respectively. It cultured
human dermal fibroblast(HDF) using cell medium for cytotoxicity test and then investigated elution rate through
spectroscopic analysis by MTT-assay.

Result: As results of cytotoxicity test by MTT-assay, cultured cell rate of VII measured more low numerical value
within elution medium for 24hours focused on control group. Also, cultured cell rate of K3 alloys observed low
value for 48hours, 72hours than value of control group.

Conclusion: According to final result that synthesize above results, Ni-Cr alloy added Be and Ni has little
difference in Cytotoxicity by MTT-ass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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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치과용으로 사용되는 합금은 타액과 음식물에 의한 화

학적인환경, 구강내의미생물, 생물 등에의한생물학적

인환경, 저작하중등으로인한기계적인환경, 그리고구

강내에서복합적으로발생할수있는전기적및물리학

적인 환경 등의 다양한 구강내 환경에 노출되어있다. 이

러한환경은합금의변형과합금의특성변화, 그리고기

능 저하를 일으킬 수 있다(Hesby, 1980). 치과용 합금으

로 사용되는 재료는 이러한 구강환경에서 사용 될 수 있

도록 적절한 용융온도, 강도, 연성, 내식성 그리고 구강

환경에 맞는 특성을 갖추어야 한다(Moffa et al, 1973).

이와 같은 이유로 합금의 물리적 외력에 의한 기계적 성

질및화학적특성변화에의한내식성등, 각종기능향상

에 대한 방법 및 연구가 많이 이루어졌다(Huget et al,

1970; Huget et al, 1974; Ishikiriama A., 1981). 이러

한연구로인하여생체친화성을가지는재료들의연구들

이 널리 이루어졌으며, 생체 친화성을 평가하기 위한 방

법 또한 개발되었다. 평가 방법의 대표적인 것이 생물학

적인안정성및유효성평가이다.

치과용으로 사용되는 재료들 또한 인체에 사용하기 위

하여 생물학적 안정성 및 유효성 평가를 하게 되며 치과

용 합금 또한 구강 내 환경에서 생물학적인 저해반응 또

는 독성반응을 일으키지 않아야 된다(최부병과 신명철,

1982; 최영진등, 1999; 한창수와천재식, 2005). 그리고

이러한 재료를 이용하여 제작된 보철 또한 구강 내 장착

후 구강 환경에서 합금의 이온방출 정도에 따라 합금을

이용한 보철의 생체 친화성을 평가할 수 있다(Regina,

1999; Rossman, 1991; Shupack, 1991; Merritt et al

1992; Merritt et al, 1995).

치과용 합금은 여러 가지의 보철에 적용이 되며 그 중

금속-도재관의합금과도재간의결합관계에관한연구가

많이 이루어졌으며, 대부분의 연구는 사용되는 하부구조

의 합금에 대한 것들이다. 하부 구조물의 제작에는 귀금

속합금과 비귀금속합금(Ni-Cr계 합금, Co-Cr계 합금,

Ti계합금) 등이널리사용되고있다.

금속-도재관에사용되는귀금속합금은내식성과주조

성이우수하며생물학적안정성또한우수하지만기계적

강도가조금낮은편이다(Bruggers et al, 1986; McLean,

1983). 그리고비귀금속합금은우수한기계적강도를가

지고있어다양한요구조건에적합한디자인이용이하지

만첨가원소들의독성이문제가되고있다(최부병과신명

철, 1982; 최영진등, 1999; 한창수와천재식, 2005). 

근래금속-도재관에귀금속합금사용을선호하고있으

나 경제적인 이유로 인해 비귀금속 합금의 수요 또한 적

지는않으며꾸준한수요로인하여비귀금속합금의단점

을보완한합금이개발되고있다.

일반적으로 금속-도재관용으로 사용되는 비귀금속 합

금으로Ni-Cr계합금이많이사용되며이들합금에는베

릴륨(Be) 또는 니오븀(Nb)이 미량 함유되어 있다. 그 중

베릴륨은 근래 들어 인체에 대한 독성 문제로 인하여 사

용이 제한되고 있다. 베릴륨 금속 원자의 독성은 베릴륨

함량에따라차이는있으며합금의용융이나기계적인작

업 중에 발생하는 부산물로 인하여 인체에 유해 한 것으

로보고되었다(Wang, Xiong 2000). 이러한이유로Ni-

Cr계합금의미량함유원소에인한독성문제를보완·대

체하기위하여베릴륨이함유되지않은합금과니오븀을

함유한합금이개발되어있다.

본연구에서는경제적인이유와자원고갈등에의해갈

수록 사용이 증대될 것으로 예상되는 금속-도재관용 비

귀금속합금중Ni-Cr계합금의생물학적안정성을관찰

하기위하여합금의용출에의한용출배지를이용하여생

물학적인 안정성 시험인 세포성장도 관찰을 실시하였으

며세포성장도를이용한합금의생물학적안정성을정성

적으로분석하고자하였다.

Ⅱ. 실험방법

1. 실험재료

1) 합금 재료

시험에사용된합금은금속-도재관에사용되는 Ni-Cr

계합금으로Be이첨가된합금VⅠ과RⅢ의2종과Nb이

첨가된합금 K3과 VⅡ 2종 그리고 Be, Nb이 첨가 되지

않은합금SK 1종을사용하였다(Tabl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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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세포

세포성장도관찰을위하여사용한세포는인간피부에

서 추출하여 분화한 인간 피부 섬유아세포(Human

Dermal Fibroblast, HDF)를배양하여준비하였다. 

2. 시험방법

1) 시편 제작

시편은 기초상 왁스를 이용하여 납형을 만들어 통법의

주조법으로 정사각판형(10㎜×10㎜×1.7㎜)으로 주조체

를제작하였다.

2) 용출 배지

시편을증류수에세척후100℃물에10분간끓인후에

틸알코올중에서초음파세척을실시하였다. 그리고고압

증기멸균기(Hanshin Medical Co., Korea)를 이용하여

멸균소독을하였다. 멸균소독된시편은 2㎖의D-MEM

배지가들어있는 conical tube에 넣고 38℃ 온도의항온

에회전도500rpm의Shaking incubator를사용하여배

지에시편의용출을실시하였다. 용출배지는24시간, 48

시간과72시간으로용출하여각시간별용출배지를만들

었다(Table 2).

3) 세포 배양

실험에 사용할 세포로 인간피부섬유아세포(Human

Dermal Fibroblast. HDF)를 DMEM(Dulbescco's

Modified Engle's Medium, sigma Chemical Co.

USA)배지와 FBS 10%(Fetal bovine serum, Thermo

Trace Ltd. USA)를 이용하여 배양을 실시하였다. 세포

배양은 37℃에서 5% CO2 배양기로 하였다. 그리고 3일

마다 1/5 subculture를 실시하였으며 subculture를 3회

반복하였다. Subculture를 통하여 배양된 세포들을

trypsin으로 처리하고 plate에서 분리하여 세포분주를

준비하였다. 세포 분주는 96 well microplate에 각 시편

의시험군별로용출시간 3종에각 3개 well에 세포를 1

×104개씩분주하였으며양성대조군을위하여구리용출

배지를 이용하여 세포를 배양하는 well과 음성대조군을

위하여일반배지를이용한well을 배정하여세포를배양

하였다. 분주된세포는24시간과48시간의배양으로나누

어 2종의시간동안배양후일반배지로교환하고세포의

충분한대사활동을할수있도록24시간배양을하였다.

4) MTT assay

안정화 배양 후 농도가 0.5 ㎎/㎖인 MTT 시약을 각각

의well에 10㎕씩가하고빛이들어가지않도록알루미늄

호일로감싸처리하였다. MTT 시약 처리후 4시간동안

incubator에서 배양 후 100㎕의 solubilization

solution(Roche, USA)를 각각의 well에 첨가하고 24시

간 동안 배양기 안에 둔 다음 다기능효소면역분석기

(Bio-Tek Instruments, Inc., U.S.A)를 이용, 540㎚의

파장을측정하여세포성장에의한흡광도차이를측정하

였다.

5) 통계처리

세포성장도분석을위하여MTT assay 후흡광도측정

수치를 SPSS Ver. 17.0 for Win(SPSS Inc., Chicago,

IL. USA)을 이용하여 일원배치분석(One way ANOV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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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Ⅰ

RⅢ

K3

VⅡ

SK

2.5 ± 0.1

2.5 ± 0.1

2.5 ± 0.2

2.5 ± 0.1

2.5 ± 0.1

2

24

48

72

Table 2. Condition of specimen

Gross area
(㎤)

D-MEM
(㎖)

Elution time
(hr)

Ni

Cr

Mo

Al

Si

Be

Nb

Ti

Co

77.9

12.6

5

2.9

1.95

0.35

0.45

75

12

4

2

1.75

0.15

0.15

72

15

8

2

3

75

11.5

3.5

2.25

3.5

4.25

59

22

15

2.32

Table 1. Composition of Specimen(Ingredients wt%)

Alloy VⅠ RⅢ K3 VⅡ SK



analysis)을 시행하였다. 각 군의 사후검증을 위하여

Turkey 검증을이용하여95% 유의수준에서검증하였다.

Ⅲ. 실험 결과 및 고찰

Ni-Cr계합금의생물학적인안정성시험의세포성장도

관찰을 위하여 용출 배지에서의 세포 성장도 시험을

MTT assay를이용하여시험을실시하였다. 세포독성시

험의실시를위해 24시간용출배지, 48시간용출배지그

리고72시간용출배지를이용하여인간피부섬유아세포

를24시간과48시간동안배양하였다.

배양된 세포는 MTT assay 처리 후 분광분석을실시하

였다. 분광분석 결과를 일원배치분석(One way ANOVA

analysis)을 이용한 통계처리를 하였으며 Turkey 방법에

의한사후검증을이용하여95% 유의수준에서검증하였다.

24시간용출배지을이용하여24시간동안배양한세포

의성장도관찰결과음성대조군인 (-)Con과 VⅠ간에 V

Ⅰ의높은값에의한유의를보이며음성대조군과 VⅡ간

에VⅡ의낮은값에의한유의차를보이긴하나양성대조

군인 (+)Con과 모든 시험군의 유의차를 보이고 있다

(Figure 1).

24시간용출배지을이용하여48시간동안배양한세포

의성장도관찰결과음성대조군인 (-)Con과K3간에K3

의 낮은 값에 의한 유의차를 보이긴 하나 양성대조군인

(+)Con과 모든 시험군간에서는 유의차를 보이고 있다

(Figure 2).

24시간 용출 배지을이용하여 72시간 동안배양한세

포의성장도관찰결과음성대조군인 (-)Con과시험군간

의유의차는보이지않으며 (+)Con과모든시험군간에서

는유의차를보이고있다(Figure 3).

48시간용출배지을이용하여24시간동안배양한세포

의성장도관찰결과음성대조군인 (-)Con과 VⅠ간에 V

Ⅰ의 높은 값에 의한 유의를 보이긴 하나 양성대조군인

(+)Con과 모든 시험군간에서는 유의차를 보이고 있다

(Figure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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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 Result of MTT-assay (Effluent of 24hr / 24hr
incubation)

Fig. 2. Result of MTT-assay (Effluent of 48hr / 24hr
incubation)

Fig. 3. Result of MTT-assay (Effluent of 72hr / 24hr
incubation)

Fig. 4. Result of MTT-assay (Effluent of 24hr / 48hr
incub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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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시간용출배지을이용하여48시간동안배양한세포

의성장도관찰결과음성대조군인 (-)Con과 K3간 그리

고 (-)Con과 VⅠ간에 K3과 VⅠ의 낮은 값에의한유의

차를보이긴하나양성대조군인 (+)Con과모든시험군간

에서는유의차를보이고있다(Figure 5).

48시간용출배지을이용하여72시간동안배양한세포

의성장도관찰결과음성대조군인 (-)Con과K3간에K3

의 낮은 값에 의한 유의를 보이긴 하나 양성대조군인

(+)Con과 모든 시험군간에서는 유의차를 보이고 있다

(Figure 6).

세포성장도관찰을위하여MTT assay를이용한흡광

도 수치의 통계적인 분석 결과 양성 대조군에 대하여 시

험군모두유의차를보이고있으며분석대상시험군간의

유의차는세포분주수(1×104)개의낮은분주수에의한

분주오차에의한것으로판단된다.

Ni-Cr계 합금의 독성을 관찰하기 위하여 생물학적인

안정성시험의세포성장도관찰을실시한결과독성을가

지는양성대조군과시험군들간의통계학적인유의차가

있는것으로분석되었다. 이러한분석결과는용출배지를

이용하여배양한세포의성장에미치는용출배지에의한

유해성이 관찰 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 이는 한창수

등의Ni-Cr합금에함유되어있는합금원소의Ni, Cr, Be

은 생체에 위해한성분으로발암이나알러지물질이라는

보고와는 상이한 결과이나 Kawata 등이 보고한 코발트

가 독성을 가지나 이는 세포내에 축적에 의한 것이며 단

기간의세포성장도에서는세포독성을관찰할수없다는

보고와 같은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타액에서 치과용 합

금의 용출 농도 관찰했을 때 베릴륨의 함량이 증가 할수

록 용출농도 또한 증가한다는 Covingaton의 보고와 Ni

과 Cr은합금화 Cr의비율의조절에따라독성용출이감

소된다는최부병의보고에의하면독성을나타낼수있는

원소의함량에따라독성이증가할수있는것으로판단

되며합금의함량디자인에의하여용출되는원소들의농

도가변화될수있는것으로판단된다.

24시간, 48시간, 72시간동안 Ni-Cr계 합금에서 용출

한 용출배지를 이용하여 세포를 24시간과 48시간동안의

세포성장도관찰한결과실험에사용된 Ni-Cr계 합금의

용출배지는세포의성장에영향을미치지않는것으로분

석 되었다. 이러한 결과는 세포 성장도 관찰시험의 특성

상단기간에이루어지는세포독성평가시험으로합금의

전반적인독성시험평가는아니기때문인것으로, 합금의

전반적인 독성평가를 위해서는 추후 장기간의 in vitro

시험과 in vivo 시험이필요할것으로사료된다.

Ⅳ. 결 론

치과용 Ni-Cr계 합금 5종의 세포 성장도를 관찰하기

위하여 3종(24시간, 48시간, 72시간)의 합금용출배지를

만들어인간피부섬유아세포에주입하여 2종(24시간, 48

시간) 배양기간을 거쳐 MTT assay를 이용하여 세포 성

장도를분석한결과다음과같은결과를얻을수있었다.

Ni-Cr계합금의용출배지에의하여세포성장도를관찰

한 결과 용출배지는 세포 성장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나타났다.

Fig. 5. Result of MTT-assay (Effluent of 48hr / 48hr
incubation)

Fig. 6. Result of MTT-assay (Effluent of 72hr / 48hr
incub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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