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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장 서 론 

고령화 사회의 진전에 따른 골다공증 등과 같은 뼈조직에 관한 각종 질병이나， 자동 

차의 증가 등에 따른 사고로 인해 뼈조직의 손상을 입는 경우가 증가하고 있다. 생체 

뼈의 무기성분이 칼슐과 인을 주성분으로 하는 아파타이트인 것을 생각하면 각종 질 

병이나 사고로 인하여 손상된 뼈조직의 일부분을 수복하는 재료로서 무기고체물질이 

유망하다고 생각된다. 그러나 소결 알루미나CAlz03)와 같은 무기 고체 물질을 생체 내 

에 매입하면 두터운 섬유성 피막이 그 주변을 둘러싸서 주위의 뼈로부터 격리시키려 

하므로， 인공재료를 뼈에 확실하게 고정하는 점에서는 바람직하지 못하다. 따라서， 손 

상된 뼈조직의 일부분을 수복하기 위하여는， 체내에 매입하였을 시， 섬유성의 피막을 

만들지 않고 주위의 뼈와 직접 강하게 결합하는 물질이 요구되고 있다. 

무기물질인 세라믹스는 종래에는 우리 몽(생체)과는 아무 관계도 없는 것으로 인식 

되어 왔다. 그러나， 1970년 프랑스의 정형외과 의사인 Boutin은 처음으로 소결 알 

루미나를 인공 고관절의 골두와 소켓부위에 사용하여， 이것에 의해 관절의 마찰 

계수와 마모속도를 현저하게 저감시킬 수 있다는 것을 밝혀 내었다. 같은 해， 미국 

의 Hench는 Na20-CaO-Si02- P205계의 유리를 사용하여 인공재료 중에서도 살아 있 

는 생체 뼈와 자연스럽게 결합하는 재료가 있다는 것을 밝혀 내었다. 

이 결과들은 세라믹스가 생체기능의 수복에 있어서 다른 재료로서는 할 수 없는 역 

할을 할 수 있다는 것을 분명하게 한 것이다. 이후， 생체 기능의 수복에 초점을 맞춘 

세라믹스의 개발이 행해져 바이오 세라믹스라고 불리우고 있으며 현재에는 손상된 뼈 

조직의 수복뿐만 아니라 치아 수복에 있어서도， 더욱이 암 치료에 있어서도 귀중한 역 

할을 담당할 수 있게 되었다. 

1. 바이오 세라믹스 종류 및 특성 

생체용 재료를 생각하는 경우 재료의 특성을 파악하고 임상 웅용의 적응과 그 한 

계를 빨리 발견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바이오 세라믹스로서 알려진 재료들을 성분 

을 중심으로 대별하면 알루미L-}-CAlumina， Alz03) , 지르코니아CZirconia ， Zr02) , 아파타 

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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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트(hydroxyapatite， CalO(P04M OH)z)나 TCP (Tricalcium Phosphate, 3CaO. P2Üs)와 

같은 인산칼숨(Calicium Phosphates) 계 세라믹스， 유리 (Glass) 혹은 유리 matrix 속에 

열처리에 의해 결정을 석출시킨 결정화 유리 (Glass - ceramics) 등으로 나눌 수 있다. 

가. 알루미나 세라믹스 

알루미나 세라믹스는 고강도 뛰어난 내마모성을 지니며 화학적으로도 안정한 재료 

로서， 생체 조직에 대해서는 불활성 (bioinert)인 특성을 나타낸다. 이러한 특징 때문에 

인공관절， 인공골， 인공 치근 둥의 생체의 경조직 (hard tissue)을 기능적， 형태적으로 

수복하는 임플란트(implant) 재료로서 가장 오랜 기간의 임상 실적， 많은 임상 응용 예 

를 가지고 있다. 

특히， 인공관절 구동면에 초고분자량 폴리에틸렌(Ultra High Molecular Weight Poly 

Ethylene, UHMWPE)과 조합하여 사용하는 경우， 금속과 폴리에틸렌의 구동조합의 경 

우와 비교하여， 폴리에틸렌의 마모량이 적고， 인공관절 그 자체의 내구성의 향상이 기 

대될 뿐만 아니라， 폴리에틸렌의 마모분이 가져오는 유해성을 경감할 수 있다는 것이 

임상적으로 알려져 있다. 

냐. 지르코니아 세라믹스 

지르코니아 세라믹스는， 알루미나처럼 bioinert한 재료로서 알려져 있고， 최근 그 고 

강도， 고인성의 특정 때문에 클로즈 업 되고 있다. 그러나， 알루미나에 비해 아직 생체 

재료로서의 역사가 짧고 공학적인 연구는 되어 있지만 생체적인 연구 데이터는 알루 

미나만큼 많지 않아 금후 알루미나를 대체할 수 있다고 기대되는 재료이다. 

다. 언산칼슐계 세라믹스 

생체재료로서 사용되는 인산칼슐계 세라믹스는 대부분이 인체의 결손조직의 대체 

재료로서 조직기능의 회복을 목적으로 이용되고 있다. 특히， 인체의 뼈， 상아질， 에나멜 

질 등의 경조직을 구성하는 무기성분이 칼슐과 인으로 이루어진 화합물이라는 사실에 

착목하여， 최근에 여러 종류의 형상을 가지는 인산칼슐계 세라믹스가 개발되어 왔다. 

결정성의 수산아파타이트(CalO(P01 )사OH2)) 소결체는 뼈 성분 이외의 것은 함유하지 

않는다는 점을 살려 골 충전재로서， 결정성의 β 3CaO . P20S 소결체도 뼈와 대체될 

( h u 



수 있다는 점 때문에 골 충전재로서， HA 단독으로 바이오 세라믹스로서의 용도는 기 

계적 강도가 낮아 고강도가 요구되지 않는 골 충전제로서의 이용 예가 많다. 

라. 유리 및 결정화유리 

일반적으로 인공 재료를 뼈의 결손부에 매입하면， 생체는 이것을 섬유성의 피막으로 

둘러싸 주위의 뼈로부터 격리시키려 한다. 그러나， 무기고체물질 중에는 이러한 섬유 

성의 피막을 만들지 않고 주위의 뼈와 직접 강하게 접하여 그것과 강한 화학결합을 

만든다. 이런 종류의 세라믹스는 생체활성 세라믹스라 불리고 있다. 

지금까지 앞서 언급한 Na20 - CaO- Si02-P205계 유리(Bioglass@) 외에， 여러 종류의 

유리 및 결정화 유리가 뼈와 결합하는 것이 알려져， 그 중의 Bioglass@는 단시간에 뼈 

와 결합하는 특성을 살려 인공 중이골과 치주 충전제 둥으로， 유리 중에 산소-불소아 

파타이트(CalOCFÜtM O，F2))와 ß -wollastonite(CaO . SiQ)를 석출시킨 Mg()---Cao-SiQ-OO-{길F2겨l 

결정화 유리 A-W가 기계적 강도(215MPa의 곡강도)와 골 결합 속도가 뛰어난 점을 

살려 인공 추체， 추간판， 장골， 충전제 둥으로 이미 실용화되어 있다. 

그 후 Ceravital@이 라고 불리 는 유리 matrix 속에 아파타이 트(CalO(P04M O,F 2))를 석 

출시킨 Na20- K20-MgO-CaO-Si02-P205계 결정화유리， A-W와 약간 조성이 다른 아 

파타이트와 빼$뼈te를 석출시킨 llrr빼ant-L1옛 。}파타이트와 금운모((Na，K)Mg3(AlSiOlO)F 2) 

를 석 출시 킨 Na20 -KzO-MgO-CaO-Al20rSiOz-P205-F계 결 정 화 유 리 Bioverit@’ 유 리 

중에 magnetite (Fez03 )와 β -wollastonite를 석출시킨 결정화 유리 등이 ， 섬유성의 피 

막을 만들지 않고 뼈와 직접 강하게 결합하는 성질 즉， 생체활성을 나타내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상에서 언급한 여러 가지 바이오 세라믹스의 성분， 결정상， 기계적 특 

성 등을 Table 1 에 정리하여 나타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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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Bioactive ceramics for c1inical uses. 

Bioglass'll! 
GI잃s

cerarnic A-W 

Qass
ceranuc 

Ceravital 

Q잃s
ceranuc 

llmaplant 11 

Qa똥
æranuc 
Bioverit 

때
 짜
따
 

빼
 때
 뼈
 

s 
h. 
‘ 

Sintered 
β-TCP 

Compositions(wt% ) 

Na20 5-10 3-8 
24.5 0 

0.5 -3.0 
4.6 

0 Ca，;(IU)J(α-lP β Ca3(PO.)， K20 
0 0 0.2 

M gO 0 4.6 2.5 -5.0 2.8 2-21 

CaO 24.5 44.7 30-35 31.9 10-34 

Ah03 0 0 0 0 8-15 
45.0 34.0 

40-50 
44.3 

19-54 Si02 
6.0 16.2 11.2 

P20S 0 0.5 10-50 5.0 2-10 

CaF2 0 3-23 

Phase apatite apatite apatite apatite 

wollastonite wollastonite phlogopite 

glass glass glass glass glass 

[농nsity(g/cm1 2.6 3.07 2.8 3.16 3.07 

Vicker's 
460 

hardness(Hv) 
680 500 500 θm 460-687 

Compressive 
1081 500 

S!ren양h(MPa) 
500 500-1αm 

Ben며ng 42 220 100-150 160 115-200 
sσen힘hα1Pa) (t때sile) 100-160 140-145 

Young’s 
35 118 105 

mod띠us('α'a) 70-88 86-110 33-90 

Fracture 
toughness(KIC) 

2.0 -80 2.5 0.5 -1.0 1.0 

Slow crack growth,n 33 12-27 

n 
。



2. 연구의 목적 및 필요성 

지금까지 뼈와 결합하는 것으로 알려진 세라믹스는 생체 내에서 현저한 표면 분해 

를 나타내는 결정성 천연 방해석과 결정성의 β 3CaO. P205를 제외하고， 결정성 수산 

아파타이트 소결체를 포함한 모든 재료가 생체 내에서 그 표면에 아파타이트 층을 형 

성하여， 이것을 통해 뼈와 결합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 아파타이트 층은 세포나 

단백질을 포함하지 않는 무기 이온 농도만을 사람의 체액과 같게 한 수용액(의사체액， 

Simulated Body Fluid, SBF)속에서 그 세라믹스 표면에 형성된다. 그 구조해석에 의 

하면 이 아파타이트는 탄산(CO.} ) 이온을 함유하며， Ca!P비가 수산아파타이트 

(CalQ(P04MOH2)) 의 그것(1.67)보다 작고 미 립자로 형성되어 있는 점에서 생체 골의 

아파타이트와 비슷하다. 더욱이 이 아파타이트의 표면에서는 섬유성 피막을 형성하는 

섬유아 세포보다 뼈를 생성하는 골아 세포가 증식 분화하기 쉽다. 그 결과， 주위로부 

터 뻗어 온 뼈는 표면 아파타이트와 직접 접할 수 있게 된다. 이것이 생기면 뼈의 아 

파타이트와 표면 아파타이트 사이에 화학결합이 생겨 인공 재료와 뼈가 결합하게 된 

다. 따라서， 인공재료가 생체 뼈와 결합하기 위한 조건은 생체 내에서 그 표면에 생체 

뼈와 비슷한 특성을 가지는 아파타이트 층을 형성하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다. 

본 연구자는 지금까지의 연구결과에 의해 생체 내에서 그 표변에 아파타이트를 

형성하여 생체의 뼈와 강한 결합을 하므로써 골 결손부를 대체할 수 있는 재료로서 

(Na20 혹은 CaO) - Si02계 유리 혹은 결정화 유리가 가장 유력한 후보임을 밝혀 내 

었다. 특히， CaO- Si02계 재료는 Na20- Si02 계 재료에 비해 생체 적합성， 석출 결정 

의 종류 및 양， 기계적 특성 등을 조절하기 쉬운 이점이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는 CaO-Si02계 를 중심으로 한 생체 재료용 분말원료를 개발하려 한다. 또한， 종래 

의 생체재료는 대부분이 결정분말을 1000.C 이상의 고온에서 소결하는 방법에 의해 

만들어져 왔으나， 본 연구에서는 에너지 절약적인 측면과 재료의 표면 반웅성을 조 

절하기 위하여， 낮은 온도에서 제조가 가능한 졸-겔 법을 이용하여 분말원료를 제조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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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장 질험방법 

1. CaO-Si02 캘의 합성 

Table 2에 나타낸 것과 같은 여 러 가지 조성 의 CaO- Si02 겔을 flowsheet 1 에 나타 

낸 것과 같은 졸 겔 (Sol -GeD법을 사용하여 Tetraethoxysilane (TEOS)을 수용액 중에 

서 가수분해(hydrolysis)시킨 후 중축합(polycondensation) 시켜 제작하였다. 먼저 분자량 

10，000의 폴리 에 틸 렌 글리 콜(Polyethylene glycol, PEG)과 Ca(N03h . 4H20을 증류수 

속에 용해시킨 후， 촉매로서 질산(nitric acid, 62 wt%)을 첨가하였다. 상기의 용액을 

격렬하게 각반(stirring)하면서 TEOS를 첨가하여 투명한 용액이 얻어질 때까지 각반 

한 후， 다시 5분 동안 각반하였다. 이 용액을 플라스틱 용기에 옮겨 넣은 후， 뚜껑을 

테이프로 밀봉하여 40 0C 의 오븐 속에 넣어 습윤 겔(wet geD을 만든 후， 계속해서 18 

시간 동안 40 0C 의 오븐 속에서 agmg시켰다. 이렇게 하여 얻어진 습윤 겔을 1N- HN03 

용액으로 6시간 동안 세척하여 습윤 겔 속의 수용성 polymer~ PEG를 제거하였다. 이 

때 1N- HN03 용액은 2시간마다 교환하였다. 1N- HN03 용액으로 세척한 습윤 겔을 4 

OOC오븐 속에서 7일간 건조한 다음， 실리코니트 발열체를 사용하는 로(furnace)속에서 

열처리를 행하였다. 이때의 승온 속도는 100 0C/h로 설정 온도까지 올린 후 그 온도에 

서 각각 2시간 유지시켜 열처리를 행한 후 로냉하여 로의 온도가 상온에 도달한 후 

시료를 로에서 꺼내어 데시케이터 속에 보관하였다. 

Table 2. Starting composition for various CaO- Si02 gels. 

Component 
Sample 

Ca(4NHO203)2 · TEOS PEG HN03 H20 

10S0C 6.51g - 0.7g 0.81g 8g 

9S1C 6.51g 0.73g 0.7g 0.81g 8g 

8S2C 6.51g 1.46g 0.7g 0.81g 8g 

7않C 6.51g 2.20g 0.7g 0.81g 8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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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lowsheet 1. Flow chart for the preparation of various CaO-Si02 gels 
by sol-gel metho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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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겔의 특성 평가 

건조하여 열처리한 겔의 파단면을 Au-Pd로 증착시킨 후， 주사 전자 현미경 (Scanning 

Electron Microscope, SEM: S- 25OOCX, Hitachi Ltd. , Tokyo, ]apan)으로 관찰하여 미 세 

구조(microstructure)를 살펴보았다. 열처리한 겔의 실라놀 기 (silanol groups , SiOH)의 

분석은 프리에 변환 적외선(Fourier transforrned infrared , FT - IR) 확산 반사 분광 분 

석 법 (diffusive reflection spectroscopy, FT- IR5M, ]ASCO, Tokyo, ]apan)에 의 해 측정 

하였다. FT- IR 확산 반사 분광분석법을 사용한 경우 시료를 agate mortar로 분쇄한 후 

KBr과 시료의 비가 1:100이 되도록 잘 섞은 후 측정하였다. 

3. 의사체액을 사용한 in vitro 실험 

실험에 사용한 의사체액 (Simulated Body Fluid)은 Table 3에 나타낸 것처럼 사람 

혈장(blood plasma)의 무기이온 농도와 같은 이온 농도를 가지고 있으며 다음괴 같은 

방법에 의해 제조하였다. 의사체액 제조에 사용하는 모든 용기는 먼저 lN-HCl용액으 

로 세척한 뒤， 중성 세제로 닦아내고 다시 증류수로 세척하여 건조한 다음 사용하였 

다. 먼저 800m.e 정도의 증류수를 상기와 같은 방법으로 세척한 1 Q 용기의 폴리에틸렌 

비이커에 넣은 후 항온조(water bath)속에서 magnetic stiπer로 각반시켰다. Table 4 

에 나타낸 특급의 시약을 순서대로 상기 폴리에틸렌 비이커의 증류수 속에 각반시키 

며 집어넣었다. 이때 시약은 먼저 넣은 시약이 완전히 녹은 것을 확인한 후 다음 시약 

을 넣었다. 최종적으로 비이커 속의 용액의 pH가 36.5 0C 에서 7.4가 되도록 Tris-완충 

액 (Tris(hydroxymethyl) aminomethane, (( CH20HhCNH2)과 1N-HCl용액을 사용하여 

조절하였다. 최종적으로 pH를 조절한 용액을 폴리에틸렌 비이커로부터 volumetric 

glass flask로 옮겨 넣은 후 표선까지 증류수를 채워 전체 용량이 1 Q 가 되도록 U~ 드l 
~tr 

후， volumetric glass flask를 잘 흔들어 섞은 다읍， 다시 청결한 폴리에틸렌 병에 옮겨 

사용할 때까지 냉장고 속에 보관하였다. 이 의사체액은 이미 아파타이트에 대해 과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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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의 상태에 있지만 36.5 0C 에서 약 4주 동안은 균일 핵생성이 일어나지 않아 준 안정 

상태의 용액임을 알 수 있었다. 

폴리스틸렌 병 속에 30m.e의 의사체액 (Simulated body fluid)을 넣은 후， 열처리한 겔 

로부터 6 x 6 x 1.5 mm3 크기를 가지는 시료를 cutting하여 의사체액 속에 침적하였 

다. 폴리스틸렌 병의 뚜껑을 닫은 후 사람의 체온인 36.5 0C 와 같은 온도로 조절한 인 

큐베이터<incubator) 속에 폴리에틸렌 병을 넣어 일정기간 방치하였다. 

4. 시료 표면 구조 분석 

시료를 36.5 0C 의 의사체액 속에 일정 기간 침적한 후， 시료를 꺼내어 증류수로 잘 

씻은 다음 대기 중에서 자연 건조 시켰다. 그 표면을 박막 X선 회절 분석 (Thin film 

X - ray diffraction) , FT - IR reflection spectroscopy 및 주사전자 현미경 (SEM) 관찰을 

행하였다. 박막 X선 회절 분석의 경우 시료 표면은 입사 beam에 대하여 1 。 가 되도록 

고정 시 켰다. FT - IR reflection spectroscopy의 경 우 반사각은 75。 로 고정 시 켰다. 이 

두 가지 측정 기술은 약 1μm 두께의 표면 분석을 가능하게 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Table 3. Ion Concentrations of Human Body Fluid and Sim ulated Body 
Fluid(SBF) 

Concentration(mM) 

Simulated Body Fluid Human Blood Plasma 

Na'" 142.0 142.0 
K+ 5.0 5.0 

MgL+ 1.5 1.5 

CaL'" 2.5 2.5 

cr 147.8 147.8 

HC03- 4.2 27.0 

HP04L- 1.0 1.0 

504ι- 0.5 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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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4. Reagents for preparing the Simulated Body Fluid 

Order Chemical Amount 

1 NaCl 7.996g 

2 NaHC03 O.350g 

3 KCl 0.224g 

4 K2HP04 . 3H20 0.228g 

5 MgCh.6H20 O.305g 

6 lN HCl 40m.e 

7 CaCh 0.279g 

8 Na2S04 O.071g 

9 (CH20H)3CNH2 6.057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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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장 결과 및 고찰 

제 1 절 Si02 겔의 합성 및 In vitro 평가 

L CaO-Si02 겔의 특성 

일 반적 으로 Tetraethoxysilane( Si (OC2Hs)4, TEOS)을 산(acid)을 촉매 (cata1yst)로 하는 

수용액 중에 넣으면 (1)식에 나타낸 것처럼 가수분해되어 SiOH가 되며 수용액 속의 이 

SiOH가 다시 (2)식에 나타낸 것처럼 중축합 반응을 하여 Si-O-Si로 이루어지는 

network을 형성하게 된다. 이 network이 계속해서 형성하게 되면 겔화(gelation)가 일어 

나게 되며， 그 결과 고체의 습윤 겔이 형성되며 반응 부산물로 에탄올(C2HsOH)과 물 

(H20)이 생성된다. 이 습윤 겔을 잘 건조하여 에탄올 및 물을 증발시키고， 열처리를 하 

면 소정의 물리화학적， 기계적 특성을 갖는 겔을 얻을 수 있게 된다. 물론， 열처리 온도 

를 변화시킴에 따라 겔로부터， 유리 혹은 결정성 (crysta1line) 재료 등을 얻을 수 있게 된 

다. 

SHOC2H5)4 + 4H20 = SHOH)4 + 4C2H50H (hydrolysis)' .. (1) 

SiOH + SiOH = Si- O- Si + H20 (polycondensation)' .... (2) 

먼저， 상기와 같은 반용을 통하여 합성한 습윤 겔을 건조한 뒤， 600 .C 와 l000.C 에서 

열처리한 lOS0C겔 파단면의 SEM 사진을 Fig. 1 에 나타내었다. 600.C 에서 열처리한 

겔은 약 2μm정도의 연속된 기공을 갖는 다공성 구조임을 알 수 있었다. 이 구조는 

TEOS를 가수분해시켜 중축합시키는 과정에서 polymer~ PEG를 수용액 중에 첨가함 

으로써 silica(Si02) rich phase와 polymer rich phase를 공존시 키 는 이 른바 spinodal 

decomposition 반응을 이용하여 얻어진 결과이다. 

습윤 겔의 상태에서는 silica rich phase와 polymer rich phase가 공존하였지만 겔의 

제작과정에서 lN-HN03용액으로 6시간 세척함에 따라 polymer rich phase를 구성하였 

-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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던 수용성 polymer~ PEG가 녹아 나오게 되어 PEG가 존재하였던 부분이 2μm정도의 

크기를 갖는 pore로 되고， silica rich phase는 겔화(gelation)가 진행됨에 따라 식 (2)에 

나타낸 것과 같은 반응에 의하여 겔의 frame을 형성하게 되어 열처리 후에도 다공성 

구조를 유지하게 된 것이다. 또한 Fig. 1로부터 알 수 있는 사실은 micrometer range 

의 겔의 미세구조가 600 0C 와 1000 0C 에서 열처리한 lOS0C겔 모두 커다란 차이가 없다 

는 것이다. 

졸-겔 법으로 합성한 9S1C. 8S2C 및 7S3C겔을 600 0C 에서 열처리한 시료의 파단면 

의 SEM 사진과 EDS (Energy Dispersive Spectroscopy) pattem을 Fig. 2-Fig. 4에 각 

각 나타내었다. Figure 2의 결과로부터， 9S1C겔은 CaO를 첨가하지 않고 합성한 

lOS0C겔과 거의 유사한 미세구조를 가지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그러나， CaO의 양을 

증가시켜 20 mole%까지 증가시키면 Fig. 3에 보여지는 바와 같이， 2μm 크기의 연속된 

기공을 가지는 구조가 2μm 크기의 구형입자들의 집합체로 변하게 됨을 알 수 있었다. 

Figure 3과 Fig. 4에 나타난 구형입자의 크기를 비교해 보면 CaO의 양을 20mole%에 

서 30mole%로 증가시켜도 구형 입자의 크기는 크게 변하지 않음을 알 수 있었다. 

9S1C, 8S2C 및 7S3C겔을 600 0C 에서 열처리한 시료의 파단면의 EDS pattem을 나 

타낸 Fig. 2-Fig. 4의 결과로부터 CaO의 양이 증가할수록 칼슐(Ca)에 기 인하는 peak 

의 강도도 증가함을 알 수 있었다. 이 Ca peak의 강도를 측정하여 정량분석을 행한 

결과와 초기 반응을 위해 넣었던 양을 비교하여 Table 5에 나타내었다. Table 5의 결 

과로부터 9S1C, 8S2C 및 7S3C겔의 sνCa 비는 계산된 양의 비율보다 실측된 양의 비 

가 전체적으로 적은 값을 나타내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었으며， 첨가하는 CaO의 mole 

비를 증가시킬수록 sνCa 비가 점점 작아지는 것을 볼 수 있었다. 이 결과는 합성된 

CaO→Si02계 겔 속의 CaO 함량이 계산된 CaO의 양보다 적다는 것을 말해주는 것으로 

서， 그 이유의 한가지로 합성 시 18시간 정도 agmg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일부 CaO가 

siloxane(Si -O-Si)의 network에 충분히 침입하지 못하였기 때문인 것으로 생각된다. 

합성한 CaO--Si02계 겔의 Si/Ca 비가 점점 작아지는 또 한가지 이유로써， polymer인 

PEG를 1N- HN03 용액으로 세척하는 과정에서 일부 PEG와 함께 용출되었을 것으로 

사료된다. 따라서， CaO-Si02계 겔을 원하는 조성으로 맞추기 위하여는 계산된 CaO의 

양보다 과잉의 CaO를 첨가해야 할 것으로 사료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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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5. Comparison of chemical compositions for various CaO- SiOz gels. 

Calculated content Estirnated content SijCa ratio 

Si02 CaO Si02 CaO Calculated Estirnated 

9S1C 100 10 100 2.80 10.00 35.67 

8S2C 100 20 100 14.32 5.00 6.98 

7S3C 100 30 100 23 .33 3.33 4.29 

Figure 5에 SiOz 겔을 400 0C 에서 1어OOC까지의 각종 온도에서 열처리한 시료의 

FT- IR 확산 반사 스펙트럼을 나타내었다.470과 810 cm 1에서 볼 수 있는 IR peaks는 

Si- O- Si bending vibration에 의 한 peak이 며 , 1100 cm 1의 peak는 Si - 0 stretching 

vibration에 기 인한 pe라〈 그리 고 960 cm 1 의 peak는 Si - OH stretching vibration에 의 

한 것 이 다. Figure 2로부터 열 처 리 온도가 증가함에 따라 Si- OH stretching vibration 

에 의 한 pe삶가 감소하여 9OO 0C 이 상에 서 열 처 리 한 시 료에 서 는 Si - OH stretching 

vibration에 의한 pe와〈가 소멸된 것을 알 수 있었다. 이 사실은 SiOz 겔의 열처리 온도 

가 높을수록 실라놀 기 (silanol group, SiOH)의 양이 점점 감소하며 900 0C 이상의 온 

도에서 열처리한 SiOz 겔에는 실라놀 기가 거의 존재하지 않게 된다는 것을 나타내는 

것이다. 따라서， 합성한 CaO-Si02계 겔을 600 0C 에서 열처리하였으며 그들의 FT- IR 

확산 반사 스펙트럼을 Fig. 6에 나타내었다. 600 0C 애서 열처리한 9S1C, 8S2C 및 7S3C 

겔 모두 다량의 실라놀 기를 함유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Figures 7에 각종 CaO- SiOz 겔을 600 0C 에서 열처리한 시료의 분말 X선 회절 패턴 

을 나타내었다. 조성에 관계없이 모두 비정질(amorphous)의 겔임을 알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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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1. SEM photographs of fractured surfaces of the 10S0C gel 
heat-treated at 600 뻐d 1000 o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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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2. SEM photograph and EDS pattem of fractured 
surface of the 9S1C gel heat-treated at 600"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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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3. SEM photograph and EDS pattem of fractured 
surface of the 8S2C geI heat-treated at 600 o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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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4. SEM photograph and EDS pattem of fractured 
surface of the 7S3C gel heat-treated at 6oo .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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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5. FT-IR diffusive reflection spectra of the 10S0C gel 
heat-treated at various temperatures. 

이
 

/ 
]

” 
ι}
 



• 
1600 .1400 1200 1000 800 600 400 

WavwnumJ꽃r I cm~1 

Figure 6. FT -IR diffusive reflection spectra of the various CaO-Si02 

gels heat-treated at 600 o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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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7. Powder X-ray diffraction pattems of the various CaO-SiOz gels 
heat-treated at 600 o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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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의사채액을 이용한 CaO-Si02 겔의 in vitro 질험 결과 

현재까지 알려진 생체재료(biomaterials) 중에서 생체내에 매식(implant)하였을 경우， 

섬유성의 피막(fibrous tissue)을 형성하지 않고 우리 폼의 뼈와 자연스럽게 결합하는 

것으로 알려진 세라믹스는 생체 내에서 그 표면에 생체 뼈와 유사한 결정구조를 가지 

는 아파타이트 층을 형성하고 이 아파타이트를 통하여 생체 뼈와 화학적으로 강하게 

결합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또한 생체내에 매식(implant)한 생체활성 유리나 결정화 유리와 같은 바이오 세라믹 

스의 생체 내에서의 아파타이트 형성 여부를 이 의사체액을 사용하여 거의 정확하게 

재현할 수 있다는 것이 이미 많은 연구결과에 의해 증명되어 있다. 

따라서 본 절에서는 졸-겔법으로 합성한 CaO-Si02계 겔을 생체 내에 매식하면 재 

료 표면과 체액 (body fluid)과 어떤 반응을 일으킬지를 알아보기 위한 전 단계 실험으 

로서， 사람 혈장의 무기이온 농도와 같도록 이온 농도를 조절한 의사체액 중에 

CaO-Si02계 겔을 침적하여 그 표면에 아파타이트를 형성하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m 

vitro 실 험 을 하였다. 

먼저 600 0C 에서 열처리한 여러 종류의 CaO-Si02 겔을 의사체액에 5일간 침적한 시 

료 표면의 SEM 사진을 Fig.8에 나타내었다. 조성에 관계없이 여러 종류의 CaO- Si02 

겔 표변에는 인편상Oeaf-like)의 입자들이 석출되어 시료 표면을 완전히 덮고 있음을 

알수 있다. 

Figure 8에 나타낸 시료의 표면에 나타낸 인편상의 결정이 어떤 광물인지를 알아보 

기 위하여 같은 시료 표면을 박막 X선 회절기로 분석하여 그 회절 패턴을 Fig. 9에 

나타내었다. 모두 아파타이트에 기인하는 pe삶가 관찰되어 시료 표면에 석출한 인편상 

의 결정은 모두 아파타이트임을 알 수 있었다. 그러나， 아파타이트의 peak가 일반적인 

결정성 아파타이트 peak보다 pe와의 반치폭이 넓게 나타나고 있음을 알 수 있는데 이 

는 아파타이트를 구성하고 있는 primary particle이 아주 적어져서 생기는 broadening 

effect 때문이거나， 흔히 stoichiometric 아파타이트(Ca/P=1.67) 에 비해， 칼숨 결손 아 

파타이트(Ca/P < 1.67) 인 경우 나타나는 현상으로 설명되고 있다. 
Figure 10에 600 0C 에서 열처리 한 9S1C 겔을， 의사체액에 여러 기간 침적한 후의 

표면을 FT- IR 반사 분광법으로 조사한 결과를 나타내었다. 의사체액에 침적하기 전의 

% 

ω
 



스펙트럼에서는 9S1C겔에 의한 pe하‘만이 관찰되었으나， 3일 후에는 9S1C겔에 의한 

peak는 완전히 사라지고， 아파타이트에 기인하는 pe왜만이 관찰됨을 알 수 있다. 또한， 

5일간 침적한 시료에서는 아파타이트의 pe와〈분리가 확실하게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 

는데 이는 생성된 아파타이트의 결정성(crystallinity) 이 침적시간과 함께 좋아진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다. 더욱이 5일간 침적한 시료의 스펙트럼을 보면 1200cm 1 부근에 

탄산 이옹(col)에 기인하는 peak의 강도가 커진 것을 볼 수 있다. 이 사실로부터 의 

사체액 중에서 9S1C겔 위에 생성된 아파타이트는 탄산이온을 함유하는 아파타이트임 

을 알 수 있었다. 

Figure 9및 Fig. 10의 결과로부터 CaO- Si02 계 겔은 그 조성에 관계없이 의사체액 

중에서 5일 이내에 그 표면에 생체 뼈와 유사한 구조를 가지는 아파타이트를 형성하 

므로 생체 내에 매식하였을 경우 생체 뼈와 화학적으로 결합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 

된다. 따라서 본 졸-겔법에 의해 합성한 CaO- Si02 겔은 골충전제(Bone filler)와 같은 

생체재료용 분말로서 사용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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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8. SEM photographs of the surfaces of the various CaO-Si02 gels 
heat-treated at 600 0C 없ld then soaked in the simulated body 
fluid for 5 day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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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9. Thin-fi1m X-ray diffraction pattems of the surfaces the various 
CaO-Si02 gels heat-treated at 600 0C and then soaked in the 
simulated body fluid for 5 day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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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10. FT-IR reflection spectra of the surfaces of the 9S1C gel 
heat-treated at 600 0C 따ld then soaked in the simulated 
body fluid for different perio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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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절 제타전위를 이용한 생체재료의 

표면 특성 연구 

1. 서 론 

본 절에서는 여러 종류의 생체 재료들이 나타내는 생체 환경 하에서 그 표면에 아파타 

이트를 형성하여 생체 뼈와 결합하는 특성인 생체 활성(bioacti띠ty) 발현 mechanism을 알 

아보기 위하여/ 각종 생체 재료 표면의 제타전위를 측정하고l 생체 환경 하에서/ 혹은 사 

람의 혈장 농도와 유사한 무기이온 농도를 가지는 의사체액(Simulated Body Fluid;SBF) 

중에서의 재료의 표면 구조 변화와 제타 전위와의 상관관계를 비교 조사하였다. 이와 같 

이 제타전위와 같은 물질의 표면상태와 생체 환경 하에서의 재료의 표면 구조 변화와의 

관계를 기초적으로 확실히 하는 것은 새로운 생체재료의 설계지침을 얻기 위해서도/ 또 

뼈의 생체 내에서의 석회화(Calcifica tion) 기구를 알기 위해서도 대단히 중요하다. 

2. 재료 및 실험방법 

가. 각종 분말의 합성 

먼저 실리카(Si02) 겔은 tetraethoxysilane(Si(OC2Hs);TEOS)를 p이yethylene glycol 

(PEG, M.W. 10，000)을 포함한 수용액 중에서 가수분해/ 중축합 시키는 졸-겔법을 사용 

하여 겔화 시킨 후， 600 0C 에서 열처리하였다. 알루미나(Ah03) 겔도 졸-겔법을 사용하 

여 합성한 후I 450 0C 에서 열처리하였다. 

유리를 만든 후 결정화시키는 방법으로 제작한 Cerabone@ A-W 분말 r - alumina 

(Ah03) 분말I active alumina 분말/ 공침법에 의해 합성한 후 열처리 한 hydroxyapatite 

및 tricalcium phosphate 분말 등은 Nihon Electric Glass로부터 제공받아 사용하였다. 

나. 의사체액을 사용한 in vitro Test 

Table 3에 나타낸 것과 같이 사람의 혈장의 무기 이온 농도와 거의 유사한 이온 농 

도를 가지는 의사체액을 제 2 장의 실험 방법 기재한 방법에 따라 특급시약의 NaC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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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aHC03, KCl , K2HP04 . 3H20 , MgCb, CaCb 및 Na2S04를 증류수에 녹여 제조하였다. 

이 의사체액은 36.5 0C 에서 50 mM의 tris -완충용액 CTris -buffer; (CH20HhCNH2)과 45 

mM의 염산(HC])을 사용하여 최종 pH가 7.4가 되도록 조정하였다. 

각종 재료 표면의 의사체액 침적 전후의 표면 구조 변화를 알아보기 위하여 그 표 

면을 박막 X선 회 절 분석 기 (Thin Film X - ray diffractometer, RINT2000, Rigaku , 

]apan) , 프리에 변환 적외선CFT-IR) 분광법 CSpectrum 2000, Perkin Elmer, U.S.A.), 

주사전자현미 경 (SEM: S- 2500CX, Hitachi Ltd., Tokyo, ]apan) 등으로 조사하였다. 

다. 제타전위 ( 흔 potentiaD 측정 

재료 표면의 제타전위를 측정하기 위하여 전기영동 광산란볍 (electrophoretic light 

scattering method)을 이용한 광도계 CELS -800， Otsuka Electronics Co., ]apan)를 사용 

하였으며， 분말 시료인 경우에는 분말의 제타전위를 직접 측정하고， 제타전위 측정시 ， 

전해질로는 36.5 0C 에서 50 mM의 tris-완충용액과 45 mM의 염산으로 pH를 조절한 용 

액을 사용하였다. 

3. 결과 및 고찰 

지금까지 뼈와 결합하는 것으로 알려진 재료들은 생체 내에서 그 표면에 아파타이 

트 층을 형성하여， 이것을 통해 뼈와 결합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 아파타이트 층 

의 구조 해석에 의하면， 형성된 아파타이트는 탄산(col→ ) 이온을 함유하며， Ca/P 

ratio가 수산아파타이트(CalO(P04M OH2))의 그것(1.67)보다 작고 미 립자로 형성되어 있 

는 생체 뼈와 유사한 아파타이트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따라서， 이러한 결과로부터 

인공재료가 생체 뼈와 결합하기 위한 조건은 생체 내에서 그 표면에 생체 뼈와 비슷 

한 아파타이트 층을 형성하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다. 

어떤 재료가 생체 환경 하에서 그 표면에 아파타이트를 형성할 수 있을지를 고려해 

보면， 수용액 중에서의 아파타이트 형성에 관한 화학반웅은 다음 식(1)에 의함을 알 

수 있다. 

10 Ca2+ + 6 pol + 2 OR = Ca lO(P04)6(OH)2 . (1) 

1 
‘ 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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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용액 중의 아파타이트의 이온 활동도적 Gonic activity product:IP)는 다음 식 (2)에 

의해 결정되며: 

IP=(rCa 2" )lO (rpO‘3-)6(rOH )[Ca2+] 1O[ P043+ ]6 [OH치2 (2) 

여기서 r' 는 활동도 계수이며， 괄호는 각 이온의 농도이다. 사람의 체액에 대하여 

이온 활동도적 IP를 계산하면 그 값은 2.12 X 10-96 이 된다. 반면에 수용액중의 아파 

타이트의 용해도적 (solubility;Ko)은 3TC 에서 5.5 x 10→ 118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 사 

실은 우리들의 체액이 이미 아파타이트에 대해 과포화 되어 있다는 것을 나타내고 있 

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파타이트의 균일 핵생성 (homogeneous nucleation) 이 

일어나지 않고 어느 특정한 재료 표변에만 아파타이트가 생성되어 그것을 통해 자연 

뼈와 결합한다는 사실은 이들 재료표면이 체액 중에서 아파타이트의 불 균일 핵생성 

을 유기한다고 하는 것을 나타내는 것이다. 

임계 크기의 불 균일 핵 형성에 필요한 자유에너지 L1G**는 다음 식 (3)에 의한다 

16; ft 에 L1 G‘-- 3(kT/ Vp lnUP/ KO))2 , 
(3) 

여기서 o 는 수용액과 핵사이의 계면에너지이며 ， k는 Boltzmann상수， T는 온도， f( θ) 

는 기판과 수용액간의 접촉각의 함수이며 Vp 는 결정 성분의 분자량이다. 수용액이 

고정되면 ， Vβ (J 와 Ko는 일정한 상수가 된다. 또한， 체액과 같이 외부로부터의 이 

온의 용출이 없는 경우에는 수용액의 아파타이트에 대한 이온 활동도적 IP도 상수가 

되므로 결국 L1G**는 기판의 종류에 따라 각각 다른 값을 가지는 함수 fθ)에 의존하 

게 된다. 함수 fθ)는 핵과 기판사이의 계면 에너지이므로 제타전위와 같은 전기 화학 

적 특성에 의존하게 된다고 생각된다. 

먼저， 각종 분말에 대해 제타전위를 측정한 결과를 Table 6에 나타내었다. Table 6 

의 결과로부터 알루미나 겔과 r - 알루미나를 제외한 분말들은 음( - )의 제타전위를 가 

지고 있어 표면이 음의 전하로 하전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같은 Alz03 성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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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에도 불구하고알루미나 젤과 y 알루미나는 양(+)의 제타전위를 나타내는데 비해， 

active alurnina는 음의 제타전위를 나타내어 분말의 제조방법에 따라 그 표면의 제타 

전위가 크게 상이함을 알 수 있었다. 

상기 실험방법에 언급한 여러 가지 무기 물질 중， 졸-겔 법으로 합성한 후 각종 온 

도에서 열처리 한 실리카 겔을 의사체액에 2주간 침적하면， Figure 1 에 나타낸 것처럼 

800 0C까지 열처리한 실리카 겔 표면에는 아파타이트가 형성되었으나， 90()"C 이상에서 

열처리한 실리차 겔은 아파타이트를 형성하지 않음을 알 수 있었다. 또한 이 실리카 

겔들을 토끼의 대퇴골에 매입한 경우에도 전자만이 그 표면에 아파타이트를 형성한다 

는 것이 확인되었다. 실리카 겔의 표면 구조 분석 결과 800 0C까지 열처리한 실리카 

겔 표면에는 다량의 실라놀기 (silan이 groups; SiOH)가 폰재하며， 따라서 이 실라놀기 

가 의사체액 중에서뿐만 아니라 생체 환경 하에서도 아파타이트의 핵에 대해서 작은 

계면에너지를 제공해 불 균일 핵생성을 유기한 것으로 사료되었다. 

한편， 실리카 겔과 마찬가지로 졸-겔 법에 의해 합성한 알루미나 겔은 그 표면에 다 

량의 수화 층이 존재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의사체액 및 토끼의 대퇴골에 매입하였 

을 때에도 전혀 아파타이트를 형성하지 않았다. 그러나 같은 Ab03의 화학성분을 가진 

알루미나라 하더라도 Nihon Electric Glass로부터 공급받은 active alumina는 생체활성 

을 나타내는 것으로 보고되었다. 

Table 6. Zeta potentials of various kinds of biomaterial powders. 

Sample Zeta potential (m V) Remarks 

Silica (Si02) gel - 22.15 

Alumina (Ah03) gel + 5.1 

r - Alumina (Ah03) + 10.8 

Active alumina (Ah03) - 48.9 

hydroxy apatite -21.7 

Tricalcium phosphate( β -TCP) - 39.6 

Ceraboneψ A-W - 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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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1. SEM photographs of the surface of the silica gels 
heat-treated at various temperatures 하ld then soaked in the simulated 
body fluid for 2 week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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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 장 결 론 

졸-겔법을 이용하여 CaO-Si02계 생체 재료용 분말원료를 제조하고， 제조된 시료 

의 생체활성 발현 가능성 여부를 사람의 혈장의 무기 이온농도와 유사한 이온 농도 

를 가지는 의사체액을 이용하여 in vitro 실험을 한 결과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었 

다. 

l. 종래의 CaO-Si02계 생체 재료용 분말원료는 대부분이 1000 0C 이상의 고온에서 제 

조되었으나， 본 연구에서 사용한 졸-겔법을 이용하면 600 0C 에서 제조가 가능하여 

에너지 절감효과를 가져 올 수 있는 것으로 사료된다. 

2. 본 연구에서 제조한 CaO-Si02계 겔은 그 조성에 관계없이 의사체액 중에서 5일 이 

내에 그 표면에 생체 뼈와 유사한 구조를 가지는 아파타이트를 형성하므로 생체 

내에 매식하였을 경우 생체 뼈와 화학적으로 결합할 수 있음을 시사하였다. 

따라서 본 졸-겔법에 의해 합성한 CaO-Si02 겔은 골충전제(Bone filler)와 같은 생 

체재료용 분말로서 사용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3. 재료의 표면 상태를 좌우하는 척도로서의 제타전위와 생체 환경 하에서 생체활성 

발현 기구를 알아보기 위하여， 여러 종류의 생체재료의 제타전위와 그들의 의사체 

액 중에서의 아파타이트 형성 능력의 상관관계를 조사한 결과 생체 환경 하에서 

아파타이트를 형성하기 위해서는 재료의 표면에 관능기 (functional groups)가 존재 

하여야 하며， 제타전위는 음의값을 가져야 하며 그 절대값이 큰 재료일수록 생체활 

성 (bioactivity) 발현에 유리할 것으로 사료되었다. 

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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