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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one and tissue reaction of porous nickel-titanium alloy implant
for dental implants in rabbi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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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rous nickel–titanium (Ni-Ti) alloy implants have been previously introduced, and many studies have been performed. Porous Ni-Ti
alloys have excellent properties for use in the dental field. Thus, the use of a porous Ni-Ti coating to combine the advantages of Ni-Ti
with titanium implants should be considered. The aim of this study was to investigate the tissue response to porous Ni-Ti alloy in vivo.
Three 8-mm diameter calvaria bone defects were established in New Zealand rabbits. In the control group, only a collagen membrane
was applied to the defect. In experimental group I, the alloy disk was applied to the defect with a bone graft and resorbable membrane.
In experimental group II, the alloy disk was placed in the defect covered by a resorbable membrane. After 4 and 8 weeks of healing, the
experimental animals were euthanized for specimen preparation. Histomorphometric analysis was performed to quantify new bone
formation and connective tissue. The data were analyzed by Kruskal–Wallis and Mann–Whitney U-tests. At 4 and 8 weeks, new bone
formation was seen in all groups. The new bone formation was insufficient in the groups with the titanium implants. There was minor
inflammation in the experimental groups compared with the control group. In this study, new bone formation and tissue reactions
were seen around the porous Ni-Ti alloy. Minor inflammation and insufficient new bone formation were noted in the experimental
groups. This meant that the porous Ni-Ti alloy affected the adjacent tissu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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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Ni-Ti합금은 1959년 Buehler 등[1]과 Wang 등[2]에 의해 발
견된 물질로 형상기억과 초탄성의 특별한 특성을 가지고 있다.

치과용 임플란트는 상실된 저작기능과 심미적 회복을 원하는

의료 분야에서는 이러한 성질을 이용한 의료 용품이 제조되어

환자들의 요구에 부합하는 치아의 대체제로 치과 영역에서 큰

다양하게 활용하고 있다. 다공성을 가진 Ni-Ti합금은 골과 융합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치과용 임플란트는 재료와 기술적인 부

이 필요한 분야에서 이용되고 있는데, 최초로 상용화된 다공성

분에서 짧은 기간 많은 발전을 이루었다. 현재는 티타늄 계열의

Ni-Ti합금으로 제조된 의료용품은 2002년 정형외과에서 요추

치과용 임플란트가 주를 이루고 있는데, 2000년 초, 중반에는

와 경추를 치료하기 위해 만들어진 척추 대체제였다[3]. 임상적

nickel–titanium (Ni-Ti)합금을 이용한 임플란트에 대한 연구가

으로 다공성의 Ni-Ti합금은 Ni-Ti합금 자체 고유의 특성을 가

많이 이루어졌다.

지면서 생체 친화성과 우수한 골융합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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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반으로 치과영역에서도 치과용 임플란트에 다공성의 Ni-Ti합
금을 적용하려는 연구가 진행되었다[4]. 골유착에 유리한 다공
성의 구조를 가진 Ni-Ti합금 치과용 임플란트는 오스테나이트

대상 및 방법
실험 재료

(austenite)상에서 휘어지고, 마텐자이트(martensite)상에서 곧
은 형태를 갖도록 제작되었다. 이는 Ni-Ti의 형상기억 특성을

본 연구는 조선대학교 동물윤리위원회의 승인(CIACUC2017

이용하여 골 내에 식립된 임플란트가 온도가 높아짐에 따라 오

A0010)을 받아 진행되었다. 실험은 1년생 3–3.5 kg 10마리 수

스테나이트상으로 변이되면서 휘어져 기계적인 고정을 얻으려

컷 토끼(New Zealand rabbit)를 이용하여 각 5마리씩 4, 8주군

는 시도였다. 하지만 이전에 제작된 Ni-Ti합금 치과용 임플란트

으로 나눠 진행했다.

는 형태가 일정하지 않아 표준화된 방식으로 식립이 어려웠다.

실험에 사용된 시편은 니켈과 티타늄이 1:1의 비율로 혼합된

또한, 임플란트에 문제가 생겼을 때 제거가 어렵다는 단점으로

다공성 Ni-Ti합금(Human Cross, Gwangju, Korea)을 이용하

인해, 직선형 임플란트에 비해 착탈(retrievability)이 쉽지 않았

여 제작하였다. 시편은 실험에 이용될 골결손부 형태를 고려하

다. 그리고 니켈 이온(Ni+)의 용출 가능성 등의 문제도 제기되

여 직경 8 mm, 두께 1 mm의 원판 형태로 가공하여 사용하였

어 생체 안정성에 대한 논란도 이어졌다. 이로 인해 임상적용이

다.

어려웠고 현재는 다공성의 Ni-Ti합금으로 제조되는 치과용 임

원판의 다공성 구조는 SHS (self-propagating high tem-

플란트에 대한 연구가 많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 하지만 Ni-Ti

perature synthesis)방식으로 형성하였다. 표면처리를 위해 1차

합금이 가지고 있는 생체친화성, 우수한 골융합, 형상기억, 초

산세척, 2차 10분 간 식염수세척, 3차 100°C 30분 간 중탕 가열

탄성 같은 특성은 치과용 임플란트에 있어 분명히 가치 있는 성

하였다. 만들어진 시편은 25–40 kGy의 감마선을 이용해서 살

질들이다. Ni-Ti합금의 생체친화적인 특성은 니켈 이온의 용출

균하였다.

이 없는 가정하에서 가능한데, 표면처리가 충분히 이루어진다
면 니켈 이온의 용출을 감소시켜 다공성의 Ni-Ti합금은 생체친

실험 방법

화적인 재료로 사용될 수 있다. 또한, 다공성의 구조는 골조직의
침투가 용이하고 훌륭한 골유착을 형성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

토끼를 Ketamine-HCl (5 mg/kg)과 Xylazine HCl (1.5 mL/

해 준다. 그리고 부가적으로 형상기억의 특성은 기계적인 적합

kg)으로 마취시킨 후, 두 개 부위의 털을 깎고 소독 후, 골막을

성을 높여줄 수 있고, 초탄성은 외력에 대해 버틸 수 있는 영역

포함한 전층판막으로 거상하였다. 8 mm trephine bur (Biomet

을 넓혀주고 stress shielding effect를 감소시킬 수 있어 안정적

3i, Palm Beach Gardens, FL, USA)를 이용하여 두개골에 뇌막

인 골유착을 유지시키고 파절을 방지할 수 있는 구조적인 안정

까지 접근되도록 관통된 3개의 골결손부를 형성하였다(Fig. 1).

성을 준다.

형성된 골결손부에는 각각 대조군과 2개의 실험군을 설정하였

지금까지 티타늄 임플란트의 발전은 골유착을 향상시키기 위

다. 대조군은 다공성 Ni-Ti합금 원판 없이 골결손부를 흡수성

한 형태와 표면처리의 변화를 통해 이루어져 왔다. Sandblast

차폐막(CollaGuideⓇ; IB Dental, Seongnam, Korea)으로만 피

Large grit Acid etch, titanium plasma spray같이 티타늄 표면

개하였다. 실험군 I은 다공성 Ni-Ti합금 원판을 골결손부에 적

에 거친 표면을 부여한 후 화학적으로 hydroxyapatite, Mg, Sr,

용하고 이종골(IntergraftⓇ, Cellumed, Seoul, Korea)을 상방에

F, Ca-P 등을 코팅하여 골유착에 유리한 환경을 만들어 주는 형

약 1 mm 높이로 적용하고 흡수성 차폐막(CollaGuideⓇ)으로 덮

태로 이루어졌던 부분으로[5], 다공성 Ni-Ti합금의 우수한 다공

어주었다. 실험군 II는 다공성 Ni-Ti합금 원판을 적용하고 골이

성의 구조를 티타늄 임플란트의 표면에 적용하는 방식을 적용

식재 없이 흡수성 차폐막(CollaGuideⓇ)만으로 피개하였다. 각

할 수 있다면 골유착에 우수한 환경을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각의 재료를 적용 후에 흡수성 봉합사(vicryl 5-0, Ethicon Inc.,

그리고 부가적인 Ni-Ti합금의 특성을 전달할 수 있을 것이다.

Norderstedt, Germany)를 이용해서 고정될 수 있도록 골막에

이번 연구는 in vivo상에서 다공성의 Ni-Ti합금의 조직 반응
을 살펴보는 데 목적이 있다. 향후 코팅제로 활용할 수 있는 다
공성의 Ni-Ti합금의 생물학적 안정성은 이식 부위 주변의 조직

수평 누상 봉합을 시행하였다.
창상은 흡수성 봉합사로 단속봉합 시행하였다. 술 후 2일 동
안 gentamicin (0.1 mg/kg)을 피하 주사하였다.

반응 및 골형성을 통해 확인이 가능하다. 이를 위해 가토의 두개

수술 4주, 8주 후에 토끼의 정맥 내에 KCl (1 mg/kg)를 주사

골에서 원판 형태의 다공성 Ni-Ti합금을 제작해 적용했고, 주변

하여 희생시켰다. 토끼의 두개골을 전층판막으로 거상한 후 re-

의 신생골 생성 및 염증 반응을 관찰하였다.

ciprocal saw를 사용하여 이식부위를 침해하지 않고 조심스럽
게 두개골을 제거하였다(Fig. 2A, 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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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B

C

D

E

F

Fig. 1. Experimental procedure. (A) Incision on the rabbit’s head, (B) elevation of full thickness flap, (C) three bone defects on the rabbit’s calvaria, (D) ① control group, ② experimental group I, ③ experimental group II. (E) Applying experimental materials to the bone defect (control
group: resorbable membrane, experimental group I: porous Ni-Ti disc+xenograft+resorbable membrane, experimental group II: porous Ni-Ti
disc+resorbable membrane). (F) Fixation of collagen membrane with holding suture with absorbable suture material.

A

B

D

E

C

Fig. 2. Sacrifice experimental procedure (4 weeks). (A) After 4 weeks, rabbit was sacrificed and surgical site was opened. Collagen membrane
was retained well. (B) After removal of collagen membrane, surgical site was seen healthy tissue status with applying materials. (C) Control group
specimen, (D) experimental I group specimen, (E) experimental II group specimen.

Histomorphometric analysis

하고 파라핀에 포매하였다. 포매된 절편을 6 μm 두께로 박절하
고 hematoxylin-eosin염색을 시행했다. 준비된 시편은 광학 현

제거된 두개골 절편을 4% paraformaldehyde 용액에 고정하

미경을 통해 관찰하였고, 조직상은 MagnaFire digital camera

였으며, 탈회용액(hydrochloric acid; Fisher Scientific, Tustin,

system (OptronicsⓇ, Goleta, CA, USA)으로 얻었다. 얻은 조직

CA, USA)에서 2–4주 동안 4°C에서 탈회한 후 통법에 따라 탈수

상에서 Visus Image Analysis System (Image & Microscop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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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chnology, Daejeon, Korea)을 이용해서 신생골, 결합조직량

실험군 I

을 계측하였다. 또한 시편 부위의 염증세포 침윤 양상 관찰을 통

적용했던 흡수성 차폐막은 약간 흡수된 상태로 원형 상태를

하여 조직 염증의 유, 무를 평가하였다.

유지하고 있었다. 다공성 Ni-Ti합금 원판 상부에 적용했던 골이
식재 주변으로 골형성이 원활히 이루어진 것으로 보였고, 표면
경도는 단단한 상태였다(Fig. 2D). 조직계측학적 분석을 통해

통계처리

신생골은 33.17%±27.33%, 결체조직은 66.83%±27.33%였다
대조군과 실험군의 반복 실험을 걸쳐 평균을 표시하였다. 자

(Table 2). 신생골의 비율은 대조군에 비해 적었고, 신생골에 비

료의 통계 분석은 SPSS ver. 20.0 software (IBM Corp., Ar-

해 결체조직의 양이 많았다(Fig. 3). 염증은 5마리 모두에서 양

monk, NY, USA)를 사용하였다. 각 군마다의 유의적 차이를 확

성을 나타내었다.

인하기 위해서 Kruskal–Wallis와 Mann–Whitney test을 이용
하였고, 유의수준 p ＜0.05, 신뢰수준 95%에서 검증하였다.

실험군 II
조직계측학적 분석시 신생골 9.93%±5.46%, 결체조직

결 과

90.07%±5.46%를 나타내었다. 신생골의 형성이 다른 군에 비

4주군

루어진 상태였다. 조직편을 육안으로 봤을 때 원판 상부가 결합

해서 저조했다(Fig. 4). 실험군 I의 30%정도의 신생골 형성이 이
조직에 쌓인 채로 노출되어 있었고, 가장자리 부위에서만 골형

대조군

성 양상 관찰되었다(Fig. 2E). 염증은 5마리 모두에서 양성으로

전체적으로 신생골의 비율이 높았다. 조직계측학적 분석을

나타났다.

통해 신생골은 41.30%±7.42%, 결체조직은 58.70%±7.42%의
비율을 확인하였다. 염증 반응은 5마리 중 4마리에서는 음성으

8주군

로 나타났고, 1마리에서 양성을 나타내었다(Table 1).
대조군
조직계측학적 분석을 통해 신생골은 19.60%±23.91%, 결체
Table 1. Tissue response in 4 weeks control and experimental groups
(n=5)
Inflammation
1
–
+
+

2
–
+
+

3
–
+
+

4
–
+
+

Table 2. Percentage of new bone and connective tissue in 4 weeks
groups
Group

NB

CT

Control group
Experimental group I
Experimental group II

41.30
33.17
9.93

58.70
66.83
90.07

Values are presented as mean.
Control group: resorbable membrane, experimental group I: porous
Ni-Ti disc+xenograft+resorbable membrane, experimental group II:
porous Ni-Ti disc+resorbable membrane.
NB, new bone; CT, connective tissu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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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성으로 나타났다(Table 3).

5
+
+
+

Control group: resorbable membrane, experimental group I: porous
Ni-Ti disc+xenograft+resorbable membrane, experimental group II:
porous Ni-Ti disc+resorbable membra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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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4주군에 비해서 약 50% 감소했다. 염증 반응은 5마리 모두

100
90

NB
CT

80

Percentage (%)

No. of rabbit
Control group
Experimental group I
Experimental group II

조직은 80.40%±23.91%의 비율을 확인하였다. 신생골의 비율

70
60
50
40
30
20
10
0
Control group

Experimental
group I

Experimental
group II

Fig. 3. Histogram illustrating of the percentage of new bone and
connective tissue at 4 weeks. The highest new bone volume was the
control group compared to the experimental groups. Between experimental groups, experimental group I was about three times as large as
new bone compared to the experimental group II. NB, new bone; CT,
connective tissu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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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A
NB

NB
500 m

500 m

NB

NB

NB

1 mm

1 mm

C

500 m

1 mm

Fig. 4. Histomorphometric analysis of 4 weeks groups (hemotoxylin and eosin staining).
(A) Control group: the central defect had no new bone formation. New bone was seen
in margin area. (B) Experimental group I: thin new bone was seen in bone central defect
site continuously. (C) Experimental group II: new bone and connective tissue were seen
in the marginal area. NB, new bone.

Table 3. Tissue response in 8 weeks control and experimental groups
(n=5)

100

Inflammation
1
–
+
+

2
–
+
+

3
–
+
+

80

4
–
+
–

5
–
+
+

Control group: resorbable membrane, experimental group I: porous
Ni-Ti disc+xenograft+resorbable membrane, experimental group II:
porous Ni-Ti disc+resorbable membrane.

Percentage (%)

No. of rabbit
Control group
Experimental group I
Experimental group II

NB
CT

90
70
60
50
40
30
20
10
0

Table 4. Percentage of new bone, residual bone graft and connective
tissue at 8 weeks
Group

NB

CT

Control group
Experimental group I
Experimental group II

19.60
40.77
6.27

80.40
59.23
93.73

Values are presented as mean.
Control group: resorbable membrane, experimental group I: porous
Ni-Ti disc+xenograft+resorbable membrane, experimental group II:
porous Ni-Ti disc+resorbable membrane.
NB, new bone; CT, connective tissue.

Control group

Experimental
group I

Experimental
group II

Fig. 5. Histogram illustrating of the percentage of new bone and connective tissue at 8 weeks. The highest new bone volume was the experimental group I compared to other groups. Between experimental
groups, the difference of new bone volume was greater than 4 weeks.
NB, new bone; CT, connective tissue.

실험군 II
조직계측학적 분석 시 신생골 6.27%±2.01%, 결체조직
93.73%±2.01%를 나타내었다. 신생골의 형성이 다른 군에 적
었고(Fig. 5), 4주군에 비해 약 30% 감소했다. 조직의 대부분은
결체조직이었다(Fig. 6). 염증은 5마리 중 4마리에서 양성으로

실험군 I

나타났고, 1마리에서 음성을 보였다.

조직계측학적 분석을 통해 신생골은 40.77%±33.00%, 결체

4, 8주군 모두 신생골, 결합조직 비율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조직은 59.23%±33.00%였다(Table 4). 신생골의 비율은 4주군

차이는 없었다. 4주, 8주군 간을 비교 시에도 신생골, 결합조직

에 비해 증가했다. 염증은 5마리 모두에서 양성을 나타내었다.

비율 모두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는 없었다.

273

Bone regeneration effect of nickel–titanium alloy

NB

A

NB

B
RG
RG

NB
500 m

500 mm

NB

NB

RG

1 mm

1 mm

C

500 m

1 mm

Fig. 6. Histomorphometric analysis of 8 weeks groups (hemotoxylin and eosin staining). (A) Control group: the defect was covered by new bone from the margin. (B) Experimental group I: new bone and graft bone were seen continuously in the entire defect. Thick new bone covered the central bone defect. (C) Experimental group II: new
bone was developed from the margin. Central defect was filled with connective tissue.
NB, new bone; RG, residual bone graft.

고 찰

성과 평균적인 공간의 크기는 압력과 온도를 이용해서 일정부
분 조절할 수 있다. 압력을 감소시킨 상태에서 공간 조절 물질

이번 논문의 목적은 다공성 Ni-Ti합금의 in vivo상에서 골형

(NH4HCO3, Mg, NaCl, NaF)을 추가하면 다공성을 증가시킬 수

성 여부 및 염증반응을 평가하여 조직 반응의 정도를 살펴보는

있고[7,8], 반응 온도를 변화 시키면 공간의 크기를 조절할 수 있

것이었다. 술 후 4주와 8주에 조직학적 평가에서 신생골의 비율

다. 이후 온도를 일정하게 유지시키면 균일 다공성 상태로 만들

은 실험군 I은 각각 33.17%, 40.77%, 실험군 II는 9.93%, 6.27%

수 있다. SHS방식을 통해 다공성은 50%정도 형성된다. SHS방

으로 나타났다. 실험군 I과 실험군 II의 차이는 골이식재에 적용

식의 장점은 적은 에너지 사용, 상대적으로 단순한 과정, 높은

여부에 따른 것으로 실험군 II의 경우는 골이식재를 상부에 적용

다공성, 저렴한 가격이다. 하지만 온도 및 압력 조절이 잘못될

하지 않아 골재생이 일어날 공간 확보가 되지 못해 신생골 비율

경우, 너무 많은 다공구조와 큰 공간 크기를 형성시킬 수 있다.

이 낮게 나온 것으로 생각된다. 대조군에서의 신생골의 비율은

그리고 짧은 시간과 높은 가열 비율 때문에 완전히 반응하지 못

4주군에 비해 8주군에서 낮게 나타났는데 이는 토끼 개별 개체

한 잔여 물질이 남아 2차상이 나올 수 있다[9]. 이는 SHS과정 속

의 차이로 인한 것으로 생각된다. 조직 반응은 실험군 모두에서

에서 금속간 상(intermetallic phases)을 조절하는 것이 불가능

약간의 염증이 관찰되었다. 대조군은 4주군에서 1개체에서만

해서 발생하는 것으로 Ti2Ni, Ni3Ti, Ni4Ti3와 같은 2차 중간산

양성을 나타냈다. 하지만 실험군 I에서는 4, 8주군 모두에서 양

물이 형성된다. 이러한 물질이 많을 경우 취성파괴 현상이 발생

성을 나타냈고, 실험군 II는 4주군 모두 양성을 보였고, 8주군은

할 수 있기 때문에 적절한 온도와 시간 동안 반응이 일어나도록

1개체만 음성을 보였다. 염증반응은 염증의 유무를 조직형태학

해야 한다[10].

적으로 확인한 것으로, 대조군에 비해 실험군에서 염증이 관찰

이렇게 형성된 다공성의 구조는 골조직에 생체 적합성이 높

되었다. 이는 다공성 Ni-Ti합금에 의한 영향으로 실험군에서 치

은 환경을 만들어 주게 된다. 다공성 Ni-Ti합금은 평균적으로

유가 느리게 진행된 것으로 생각된다. 치유가 진행되면서 염증
상태가 개선된 것을 관찰할 수 있었고, 신생골 형성 자체에 영향

30%–80% 다공성과 100–600 μm의 공간 크기를 갖게 된다[3].
이는 해면골과 유사한 형태로 높은 표면적을 제공해준다. 주변

을 주지는 않았다.

의 조직액의 투과와 골조직의 침투는 일반적인 경우보다 2배 이

다공성 Ni-Ti합금은 니켈과 티타늄이 1:1의 비율로 혼합된

상의 높은 속도로 일어나고 빠른 골유착을 만들어준다[11,12].

물질로 SHS방식으로 제조되었다[6]. SHS방식은 니켈이온과 티

동물실험에서 이러한 다공성 구조에서 좋은 bone implant

타늄이온 사이의 발열반응이 연쇄적으로 진행되면서 발생하는

contact (BIC)와 많은 양의 골침투가 일어나는 것을 확인했다

내부 폭발을 이용해서 다공성의 구조를 만드는 방법이다. 다공

[13,14]. 47%–66%의 다공성과 260–510 μm의 공간 크기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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높은 BIC를 보여준다는 연구도 있다[13]. 일반적으로 75%–85%

[27]. 이렇게 표면처리를 시행할 경우, 농출되는 니켈이온의 농

의 다공성과 100 μm보다 공간 크기에서 빠른 골조직의 침투가

도는 매일 평균적으로 섭취하는 니켈 농도(150 – 900 μg per
day)의 1/3–1/24 이하 수준으로 내려간다. 그리고 부식에 높

일어난다고 여겨진다[15].
또한 다공성 구조는 빈 공간을 통해 낮은 밀도와 낮은 강성

은 저항성을 갖게 된다[28,29]. Gu 등[30]은 니켈과 섬유모세포

(stiffness)를 갖게 만들고, 탄성계수도 감소시킨다. 오스테나이

의 영향 정도를 평가했는데, 표면처리되지 않은 다공성 Ni-Ti합

트 다공성 Ni-Ti합금의 탄성계수는 55–80 GPa로 티타늄 100

금 표면에는 어떠한 세포 부착도 일어나지 않은 반면 표면처리

GPa, 스테인리스 스틸 190 GPa, 코발트 기반의 합금 210 GPa

를 시행한 경우 세포의 부착과 증식이 일어나는 것을 보고했다.

의 수치에 비해 자연골의 탄성계수(해면골: 3 GPa 이하, 피질

Shabalovskaya 등[31,32]은 표면처리된 다공성 Ni-Ti합금은 in

골: 12–17 GPa)에 가깝다[16]. 다른 금속에 비해 작은 탄성계수

vitro상에서 생체적합한 특성을 갖는다고 발표했다. 표면처리가

는 인접 골조직과의 응력 차이가 감소시켜 stress shielding ef-

잘 될 경우, 다공성 Ni-Ti합금은 인체 내에서 불활성의 상태로

fect를 줄여준다[17]. Stress shielding effect는 골조직과 임플란

우수한 생물학적 안정성을 가진다고 볼 수 있다.

트 사이의 탄성계수의 큰 차이로 인해 발생하는 응력 효과로 주

다공성의 Ni-Ti합금은 이번 연구에서 골재생이 이루어졌고,

변 경조직의 흡수와 임플란트의 실패를 야기할 수 있다[18,19].

양호한 조직 반응을 나타냈다. 이러한 생체 반응을 통해 Ni-Ti

다공성 Ni-Ti합금을 이용해서 임플란트 주변에 적용할 수 있다

합금 제조 시 표면처리가 이뤄졌다고 생각된다. 하지만 골재생

면 골침투에 유리한 환경을 만들면서 인접 조직과의 탄성 계수

여부만 확인할 수 있는 것으로 다공성 Ni-Ti합금에서의 원활한

를 감소시켜 골재생의 생리적인 측면과 기계적인 부분에서 기

골재생의 양상을 파악하지는 못했다. 그리고 신생골의 형성은

존보다 개선된 특성이 나타날 수 있을 것이라 생각된다.

확인했지만, 티타늄에서의 골재생 양상과 비교해보면 상당히

하지만 Ni-Ti합금 내의 니켈 이온은 이온 상태로 신체 내 노

적은 양이 생성된 것을 확인 할 수 있다. 티타늄에서는 신생골의

출될 경우 천식, 알러지, 세포 과민반응, 세포독성, 유전자 독성

비율은 4, 8주 모두에서 70% 이상의 비율을 보였다[33-35]. 하

과 같은 심각한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20]. 다공성 구조에 의

지만 이번 실험에서는 상대적으로 적은 40% 이하의 신생골 비

해 인접 조직에 접하는 면적이 넓고, 주위 조직액에 노출되어 있

율을 나타냈다. 이는 조직에서 보인 염증 반응의 차이에서 나타

는 환경은 화학적 작용에 의한 부식을 발생시켜 니켈이온을 유

난다고 생각된다. 염증의 원인은 실험과정상의 문제도 있겠지

출 시킬 수 있다. 실험 연구에서 공간 크기가 커짐에 따라 부식

만, 주로 조직편의 차이에서 기인한다고 생각된다. 염증 반응과

저항성이 2–3배 감소한 결과를 보여주었다[21]. 또한 임플란트

신생골 비율을 볼 때 다공성 Ni-Ti합금의 주위 조직에 대한 일

는 지속적인 부하를 받게 되는데, 부하에 의한 니켈 유출을 살펴

정량의 부정적인 영향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Ni-Ti합금의 표면

본 Xu 등[22]에 의하면 니켈유출량과 부하의 연관성은 없다고

처리 정도를 정확히 확인할 수 없었지만 염증 상태로 볼 때 티

했다. 의료용으로 사용되는 재료에 있어 가장 중요한 요소는 생

타늄에서 형성된 산화막과 비교해서 산화막의 정도가 부족하지

체 안전성이기 때문에 니켈의 유출에 대한 안정성 확보 및 이에

않았을까 추측해 본다. 향후 제조된 다공성 Ni-Ti합금의 표면에

대한 좀 더 객관적이고 다양한 평가는 필수적이다.

대한 평가가 필요할 것이라 생각된다.

니켈이온 유출 문제 해결은 표면처리를 통해 이루어지고 있

이번 연구는 다공성 Ni-Ti합금의 조직 반응과 골형성을 살펴

다. Ni-Ti합금은 초기 제조 공정상에서 매우 얇은 산화막(oxide

보는 것으로 기대했던 부분에 대해 확인할 수 있었다. 골형성

layer)이 형성되어 부식과 산화를 예방해준다. 하지만 이 층은

여부와 염증을 통한 조직 반응을 통해 실험에 적용되었던 다공

결손을 가지거나 사용 중에 금이 가서 막의 보호 능력을 상실할

성 Ni-Ti합금의 생물학적 반응을 평가할 수 있었다. 하지만 개

수 있다. 니켈의 유출은 이러한 결손부위를 통해 일어나게 된다.

체 수가 많지 않아 군 간의 통계적인 차이를 찾기에는 어려움

그래서 Ni-Ti합금 표면에 안정성 있는 막의 두께를 형성하기 위

이 있었다. 부족한 신생골 형성과 양성의 염증 반응을 통해 향후

해 추가적인 표면처리가 진행되어야 한다[23]. 그래서 thermal

Ni-Ti시편 표면에 대한 면밀한 평가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보

annealing, oxygen plasma immersion ion implantation,

인다.

presoaking in simulated body fluid solution, TiN, TiO2-PVD

다공성 Ni-Ti합금은 적절한 표면처리만 이루어진다면 생체

coating, HA coating과 같은 다양한 방법이 적용되고 있다[24-

안정성이 적합하고 다공성의 구조를 쉽게 형성시킬 수 있어 골

26]. 이러한 표면처리를 통해 니켈보다 좀 더 산화성이 큰 티타

형성 및 골유착에 유리한 환경을 만들어 줄 수 있다. 그리고 골

늄의 산화를 통해 균일하고 동질의 두꺼운 TiN, TiO2층을 형

조직에 가까운 기계적인 특성을 통해 임플란트의 장기적 안정

성해 줘 니켈이온이 유출되는 것을 최소화되도록 한다. 산화막

성(longevity)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된다. 하지만 이

의 두께가 니켈이온 유출을 방지하는 데 가장 중요한 부분이다

번 연구 결과를 보면 재료 표면에 대한 추가적인 연구를 통해 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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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성을 검증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더 나아가 다공성
Ni-Ti를 임플란트 주위에 코팅한 상태로 실험을 하여 주위 골조
직 사이의 계면에서의 기계적인 안정성 여부도 평가가 이루어
져야 할 것으로 보인다. 다공성 Ni-Ti의 안정성과 효과적인 골
재생 양상이 확인된다면 충분히 효과적인 코팅 재료로 역할을
수행할 가능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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