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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iocompatibility of porous hydroxyapatite ceramics prepared from bovi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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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Natural hydroxyapatite powder was obtained from the calcination of bovine bones and its porous compacts were
fabricated by pressureless sintering at 1100 and 1200oC for 1h. To evaluate and compare their biocompatibility with
porosity, we investigated the support of osteoblast cells growth and cytotoxicity using the MG-63 cell line model in vitro.
Sintered hydroxyapatite ceramics have a porous microstructure with a relative density of 65 % at 1100oC and 82 % at
1200oC. Cells adherence to the surface of hydroxyapatite ceramics was observed in a day after the cell culture, and the
spreading of cytoplasm around the nucleus was shown after 3 day cell culture. Most of cells were extended to the surface
of hydroxyapatite through the wide area. Cell viability was nearly the same till 3 days culturing. But the rate of cell
growth is higher in the specimen sintered at 1100oC than that of 1200oC. It indicates that the porosity is an important
factor to enhance the cell viability in the porous hydroxyapatite ceramics derived from bovine bon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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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소뼈를 하소하여 천연 하이드록시아파타이트 분말을 얻은 다음, 1100oC 및 1200oC로 상압 소결하여 기공율이
각각 35 % 및 18 %인 다공성 하이드록시아파타이트를 제조한 후 이들 시편의 생체친화성을 평가하였다. 골아세포의 성장
속도과 세포독성의 유무에 따라 평가되는 생체친화성은 MG-63 세포의 부착능과 분화되어 증식되는 세포의 수로 측정하였
다. in vitro에서 세포 반응을 관찰한 결과 소뼈로부터 제조된 하이드록시아파타이트 시편은 독성이 없고 생체 친화성이 좋
은 시편이었다. 세포배양 1일 후부터 하이드록시아파타이트 표면에 세포가 부착되었고, 세포배양 후 3일 후에는 핵 주위로
세포질이 퍼져나갔으며, 5일 후에는 부착된 세포의 수가 크게 증가하였다. 배양 초기에는 밀도에 관계 없이 세포의 부착능
이 유사하였지만, 세포 배양 시간이 증가하면서 기공율이 높은 시편에서 세포의 부착 및 성장이 더 활발하게 진행되었다. 

1. 서 론

생체재료는 손상된 인체의 일부 장기 또는 신체 일부

분을 대체할 수 있는 재료를 뜻하는데, 이러한 생체재료

는 보건의료 분야 중 치료, 재활 및 예방의 수단으로 생

체에 적용되기 때문에 인간의 수명연장 및 사고, 질병의

증가 등에 따라 그 중요성이 점차 증가하고 있으며, 인

간의 건강한 삶을 보장하고 삶의 질을 높이는데 직접적

으로 기여하고 있다.

생체재료를 의학 또는 치과 분야에 적용하기 위해서는

생체적합성을 가져야 하는데, 이러한 성질은 재료나 장

치가 기능을 하는 동안 생리학적으로 부작용이나 독성이

없도록 유지시키는 기능을 말한다[1-3]. 현재까지 개발된

경조직용 생체재료 중 생체적합성이 가장 우수한 임플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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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 소재는 인산칼슘계 재료인데[3-6], 이미 오래 전부터

인간의 뼈나 치아 등 경조직 대체용 생체소재로 널리 연

구되어 왔다[7-10]. 인산칼슘계 세라믹 소재의 우수한 생

체 친화성은 인체 뼈의 69 %가 인산칼슘계 화합물인 하

이드록시아파타이트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인데[11, 12],

이러한 이유로 인하여 인산칼슘계 세라믹스 중 하이드록

시아파타이트는 자연 뼈와 가장 유사한 특성을 가지고

있다. 인공으로 제조된 인산칼슘계 생체소재는 자가골

이식(autograft) 또는 동종골 이식(homograft) 방법이 갖

는 공급량의 부족과 감염성 질환의 전염 및 면역 반응

등의 문제점을 극복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소재로 제

조된 의치학용 임플란트는 각종 사고나 질병에 의해 뼈

의 수복이 필요한 경우, 인공 뼈 이식재로 널리 활용되

고 있다[13].

인산칼슘계 세라믹스는 화학약품으로부터 인공 합성하

는 방법과 동물의 뼈로부터 제조하는 방법이 알려져 있

는데[14-17], 지금까지는 인공합성 하이드록시아파타이트

소재나 삼인산칼슘계 소재가 주로 사용되어 왔다[18,

19]. 인공합성한 인산칼슘계 생체재료는 Ca/P 몰비 및

입자크기를 임의로 조절하는 것이 가능하여 특정한 형태

로의 성형이 쉽고, 값싸게 대량으로 제조할 수 있는 장

점이 있으나 생체 내에서 장기간 이식할 경우 표면에서

용해가 진행되어 기계적 물성의 열화가 나타나는 단점이

있다[20-22].

이에 비하여 동물 뼈 등 천연 석회질로부터 추출된 생

물학적 인산칼슘계 소재는 조성이 사람의 뼈와 거의 동

일하기 때문에 생체적합성 및 생체 내 화학적 안정성이

매우 뛰어나고, 비교적 값싸게 대량으로 만들 수 있는

장점이 있다[23, 24]. 그러나 이러한 인산칼슘계 생체소

재는 동물 뼈를 800oC 이상으로 열처리하여 분말로 제

조되기 때문에 분말 입자가 커 치밀체로 제조하거나 특

정한 형태로의 성형이 어려운 단점이 있다[23].

하이드록시아파타이트를 경조직용 임플란트, 뼈 이식

재 등 골 재생용 생체 세라믹 재료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골전도성이 우수하여야 하는데, 이러한 특성을 보유하기

위해서는 골 조직이 골이식 재료 내로 성장되어 들어올

수 있는 다공체 구조로 제조되어야 한다[24]. 이러한 생

체재료의 다공성 구조는 새로운 골 조직이 들어와 성장

할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하고, 기존 골조직에 흡수되어

새로운 조직으로 대체될 수 있어야 한다.

본 연구에서는 소 뼈로부터 제조한 하이드록시아파타

이트의 분말을 이용하여 다공질 소결체를 제조 후, 세포

부착 실험을 통하여 생체 친화성을 평가해보고자 하였다.

이를 위하여 기공율이 다른 두가지 형태의 소결체를 상

압으로 제조하고, in vitro에서 소결체 표면에 MG-63

세포를 부착시켜 일정기간 배양한 다음, 세포 반응 및

성장에 대한 분석을 행하여 생체 친화성을 비교하였다.

2. 실험방법

천연 HA 원료 물질로는 소뼈를 수거하여 사용하였는

데, 80oC로 가열된 0.1 %의 NaOH 수용액에 투입하여

표면 부착 유기물 등을 제거하였다. 열처리 온도에 따른

소뼈의 분해거동을 알아보기 위하여 DTA-TG 분석을

행하였으며, 이를 토대로 수세 후 건조를 거쳐 800oC의

온도에서 1시간 동안 하소하여 소 뼈 내부에 잔류하는

유기물을 완전히 제거하였다. 하소된 분말은 attritor로

분쇄한 다음, 건조 후 일축가압 성형하여 실린더형 성형

체를 제조하고, 220 MPa의 압력 하에서 정수압 성형을

행하여 성형체를 제조하였다. 다공성 소결체는 수증기

분위기 하에서 1100, 1200oC로 1시간 동안 열처리하여

제조하였으며, 소결 후 밀도분석, 상분석, 미세구조 분석

을 행하였다.

생체 적합성 실험은 human osteoblast-like cell line 인

MG-63 세포를 이용하였다. MG-63 세포는 Dulbecco’s

modified eagle’s medium(DMEM) 내에서 배양되었으며,

37oC 온도에서 CO2가 5 % 로 공급되는 배양 환경을 유

지하였다. DMEM 배양액에는 10 % fetal bovine serum

(16000-044, Gibco)와 항생제로서 1 %(v/v) antibiotic

antimycotic solution(15240-0620, Gibco)을 첨가하였다.

또한 completed media는 2일에 한 번씩 정기적으로 교

체되었다. 생체실험을 위해서 소결체의 표면을 다이아몬

드정반에 1 µm까지 연마한 다음, Autoclave에서 121oC

로 멸균하였다. 세포배양을 위해 모든 시편을 24-well

plate에 각각 배치시키고, 37oC로 유지시킨 인큐베이터

내에 5 %의 이산화탄소를 포함한 공기 중에서 증식시켰

다. 살아있는 세포를 분리하기 위하여 tryptin-EDTA액을

사용하고, hemocytometer를 이용하여 세포 개수를 측정

하였다.

MG-63 세포는 단위면적 1 cm2
당 약 6 × 104

개 정도일

때 거의 포화된다고 보고된바 있다. 위와 같은 단위 면

적당 세포 개체 수 및 세포의 doubling time을 고려한

설계에 의해 각각 1, 3, 5일 되는 시점에 증식 실험을

수행하였다. MG-63 세포는 well당 1 × 104
개씩 분주 시

키고 인큐베이터 내에서 증식시켰다. 시간에 따라 시편

표면에 세포의 증식과 부착을 관찰하기 위해 배양 일정

시간이 지나면 배양액을 제거하고 1X 인산완충용액
(Dulbecco’s phosphate buffer saline, 21600-010, Gibco)

을 첨가 후 다시 제거하는 과정으로 세척하였다. 세척

한 시편을 24 well에 옮긴 후 4 % paraformaldehyde를

2시간 동안 반응 후 제거하고, 그런 다음 50, 60, 70,

80, 90, 100 % 알콜에 10분씩 시편을 침적시켜 4 %

paraformaldehyde를 세척하였다. 마지막으로 Isoamyl

Acetate에 3시간 이상 담근 후 실온에서 건조시켜 주사전

자현미경(SEM, H-4800, HITACHI)으로 미세구조를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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찰하였다. 조골세포의 증식은 MTS assay로 측정하였다.

3. 결과 및 고찰

표면 유기물을 제거한 소 뼈는 열처리 온도가 증가함

에 따라 수분 증발 및 유기물의 탄화에 의해 색상이 갈

색으로 변했다가 탄소 성분이 CO2로 모두 변해 분해되

는 800oC 이상에서는 모두 흰색을 나타내었다. 하소온도

에 따른 소 뼈의 열적 특성을 고찰하기 위하여 TG/

DTA 분석을 행하였다. 그 결과(Fig. 1), 280oC 부근과

430oC 부근에서 발열피크가 관찰되었는데, 이는 소 뼈에

포함된 유기물의 연소에 의해 나타난 피크로 보인다[25]

한편 중량분석 결과를 보면, 100oC까지는 수분의 증발에

따른 소량의 중량 감소를 보였고, 250~600oC 사이에서

는 유기물의 분해에 의해 급격한 무게 감소를 보이고 있

다. 그러나 600oC 이후에는 미세한 무게 감소만 있을

뿐 커다란 무게 감소가 관찰되지 않았다. 따라서 전술한

바와 같이 색상이 흰색으로 변한 800oC를 유기물이 완

전히 제거되는 최종 하소온도로 정하였고, 이러한 하소

온도는 이차적인 감염 노출을 방지하는데 충분한 온도로

사료되었다[26].

소 뼈를 800oC로 1시간 하소하여 제조한 HA 분말의

미세구조 및 X-선 회절 분석 결과를 Fig. 2에 나타내었

다. 소 뼈를 하소하여 제조한 HA 분말은 0.2~0.5 µm의

비교적 큰 크기를 나타냈으며, 하소 과정 중 입자와 입

자 간에 부분적인 결합이 이루어진 강한 응집입자 특성

을 나타내었다. X-선 회절 분석 결과 대부분 HA 특성

피크를 나타냈으며, 중간에 MgO의 작은 피크도 관찰되

었다. 일반적으로 동물 뼈에는 하이드록시아파타이트를

구성하는 Ca 및 P 원소 외에도 많은 미량 원소들이 존

재하는데, 대표적인 원소로는 Mg, Na, Si, Zn 등이 있

으며, Ca/P 비는 사람의 뼈와 유사한 1.73을 나타내는

것으로 보고되었다[27]. 사람의 뼈에 포함된 하이드록시

아파타이트 입자는 길이 40 nm, 두께 1.5~3 nm의 막대

상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나노입자가 일정한 배열을 한

상태에서 이 들 사이를 콜라겐이 채우고 있다[28-30].

생물학적인 뼈는 이와 같은 복합 나노구조 덕분에 10~

20 GPa의 탄성계수 및 100 MPa의 강도를 가지며, 강하

면서도 유연성을 나타낼 뿐 만 아니라 화학적으로도 안

정하여 몸속에서 기계적 성질의 열화 없이 장기간 유지

되고 있다[31, 32].

Fig. 3에는 소 뼈로부터 제조한 하이드록시아파타이트

분말을 이용하여 1100oC 온도에서 1시간 동안 소결한

시편의 미세구조 및 XRD 상분석 결과를 나타내었다.

1100oC에서 소결한 시편은 약 65 %의 소결 밀도를 갖는

다공질의 하이드록시아파타이트였는데, 대부분의 입자는

0.5~1.0 µm 크기의 등면체 입자로 구성되어 있으며, 입

자 사이사이에 입자 크기와 유사한 0.4~0.5 µm 내외의

기공들이 다수 존재하였다. XRD 상분석 결과 분말에서

의 상과 유사하였는데, 대부분 하이드록시아파타이트 상Fig. 1. TG/DTA analysis of bovine bone.

Fig. 2. FE-SEM micrograph (a) and XRD pattern (b) of bovine
bone derived-HA after calcination at 800oC for 1 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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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나타냈으며, 미량의 MgO 상이 관찰되었다.

Fig. 4는 소 뼈에서부터 제조한 하이드록시아파타이트

분말 성형체를 1200oC에서 소결한 시편의 미세조직을

나타낸 사진인데, 1100oC에서 소결한 시편에 비하여 하

이드록시아파타이트 입자크기가 1~2 µm로 증가하였으며,

소결 밀도는 82 %로 크게 증가하였다. 단면의 미세구조

를 관찰한 결과 대부분 입자들이 등면체를 나타냈으며

[33], 소결온도의 증가에 따라 치밀화가 진행되면서 전체

적인 기공의 수가 감소한 반면에 기공의 크기는 다소 커

진 1~3 µm의 크기를 나타내었다. 1200oC에서 소결한

시편의 X-선 회절 분석 결과 입자크기 증가에 따라 피

크 넓이가 좁아졌으며, 분말의 상과 마찬가지로 하이드

록시아파타이트 상에 미량의 MgO가 혼재되어 있었다.

Fig. 5와 Fig. 6에는 소결한 HA시편을 연마한 후, 표

면에 MG-63 cell을 well 당 1 × 104
개를 분주시키고, 증

식을 수행한 시점부터 각각 1, 3, 5일이 지난 후 촬영한

결과를 나타내었다. 소결 온도의 차이에 의해 기공률, 표

면 조도, 밀도 등이 다른 두 시편 위에서 MG-63 세포

의 고정 및 성장하는 형태학적 변화를 관찰한 결과, 두

시편 모두에서 세포의 부착과 성장이 잘 관찰되었다. 이

러한 결과는 동물 뼈로부터 제조된 시편의 경우 인공으

로 합성된 HA와 마찬가지로 소결된 HA에서 독성이 없

을 뿐만 아니라 세포에 대한 생체 친화성이 크다는 것을

의미한다. 세포배양 1일이 지난 후의 사진을 살펴보면

MG-63 세포의 부착은 기공이 크기나 밀도 등에 상관없

이 다공성 HA 표면에서 비교적 잘 부착되어 성장 및

증식이 이루어졌으며, 배양 시간이 지남에 따라 보다 많

은 세포가 증식되어 부착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배

양시간이 3일 5일로 지남에 따라 증식된 세포의 수는

1100oC HA 시편에서 보다 많이 관찰되었는데, 이는

1200oC 시편에 비하여 1100oC 시편에서 기공이 많고 기

공의 크기가 작기 때문에 세포의 증식과 성장이 빠른 것

으로 판단되었다.

HA 시편에서 세포의 부착, 증식, 성장 속도는 표면에

존재하는 기공의 크기나 수, 조도의 크기에 따른 표면적

등에 크게 의존하는데, 기공의 양보다는 기공의 크기가

작고 표면적이 클 경우 세포 증식이 잘 이루어지는 것으

로 알려져 있다[34]. 일반적으로 골 조직의 치료 및 재

생을 위한 임플란트 소재는 골 세포의 부착, 증식, 분화

Fig. 3. FE-SEM micrograph (a) and XRD pattern (b) of bovine
bone derived-HA after sintering at 1100oC for 1 h.

Fig. 4. FE-SEM micrograph (a) and XRD pattern (b) of bovine
bone derived-HA after sintering at 1200oC for 1 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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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성에 도움을 주어야 하며, 이를 위해 골세포의 증식과

골 조직 형성이 원활한 다공성 구조 및 기공들이 상호

연결된 구조를 가져야만 한다. 또한 주변 골 구조가 넓

게 단단히 접촉할수록 신생골 형성이 촉진되므로 골 대

체용 임플란트 소재는 입자크기가 작아야만 주변 골 구

조물과 접촉 범위가 넓어 보다 양호한 것으로 알려져 있

다[35].

Fig. 7과 8은 1100oC 및 1200oC에서 소결한 후 연마

한 HA 시편에서 1일과 3일 배양했을때 세포들이 시편

의 표면에 부착되는 형상을 평면과 단면에서 각각 관찰

한 결과이다. 배양 1일 후의 사진을 보면 두 시편 모두

에서 적은 양의 세포들의 HA 표면에 넓게 퍼져 있지만

단면을 살펴보면 HA 시편과 세포 간에 잘 부착되어 있

는 것을 알 수 있다. 배양 3일 후에는 두 시편 모두에서

Fig. 6. FE-SEM micrographs of adherent cells on bovine bone
derived-HA sintered at 1200oC with cell culture for (a) 1, (b) 3

and (c) 5 days, respectively.

Fig. 5. FE-SEM micrographs of adherent cells on bovine bone
derived-HA sintered at 1100oC with cell culture for (a) 1, (b) 3

and (c) 5 days, respective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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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착된 세포들이 성장하고 증식되면서 세포들이 시편 표

면을 덮어가고 있으며, HA 시편과의 접촉면적이 증대됨

에 따라 부착력도 커지는 것으로 판단된다.

배양 시간에 따라 시편 위에 부착되어 성장한 세포 수

를 확인하기 위해 MTS 시험을 하였는데 그 결과를

Fig. 9에 나타내었다. 1, 3일은 두 시편 모두에서 세포의

Fig. 7. Cells attachment for the polished surface and its cross section in the bovine bone derived-HA sintered at 1100oC with cell
culture for (a), (b) 1day and (c), (d) 3 days, respectively.

Fig. 8. Cells attachment for the polished surface and its cross section in the bovine bone derived-HA sintered at 1200oC with cell
culture for (a), (b) 1 day and (c), (d) 3 days, respective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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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식과 성장 속도가 완만한 반면에 5일이 지난 후에는

세포의 증식과 성장이 급격히 증가하였다. 특히 1200oC

로 소결한 시편에서 보다 1100oC로 소결한 시편에서 더

욱 증가하였는데, 이는 앞서 설명한대로 이 시편에서는

기공의 크기가 상대적으로 작고, 기공율이 큰 반면에 입

자크기가 적어 표면적이 넓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되었다.

4. 결 론

소뼈의 열처리를 통하여 제조한 하이드록시아파타이트

(HA) 분말을 제조한 다음, 1100oC 및 1200oC로 소결하

여 두 가지의 다공성 HA 소결체를 제조하였으며, 소결

온도 및 기공의 변화에 따른 HA 세라믹스의 생체 친화

성을 MG-63 조골세포의 배양을 통하여 비교하였다.

그 결과 소 뼈에서 추출한 하이드록시아파타이트 분말

에는 MgO가 미량으로 존재하였고, 하이드록시아파타이

트 분말의 입자크기는 약 0.4~0.5 µm를 나타내었다.

1100oC에서 소결한 시편은 약 65 %의 상대밀도를 갖는

다공질 시편이었는데, 입자들은 0.5~1.0 µm 크기를 나타

냈으며, 입자 간에는 0.4~0.5 µm 크기의 기공들이 다수

존재하였다. 1200oC에서 소결한 시편의 경우 입자크기

가 1~2 µm로 증가하였으며, 소결 밀도는 82 %였으며,

입자 간에는 1~3 µm의 크기의 기공이 존재하였다.

소결 온도에 관계없이 두 시편 모두에서 MG-63 세포

가 잘 부착되어 성장이 이루어졌는데, 이것으로 미루어

동물 뼈로부터 제조된 하이드록시아파타이트 시편의 경

우 세포에 대한 생체 친화성이 큰 것을 알 수 있었다.

세포의 배양 시간이 지남에 따라 보다 많은 세포가 증식

되어 부착되었으나 배양시간이 3일 5일로 지남에 따라

증식되는 세포의 수가 1100oC로 소결한 시편에서 다소

많이 관찰되었는데, 이는 이 시편에서 기공이 많고 기공

의 크기가 작기 때문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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