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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요약

칼슘 포스페이트 라스를 이용한

골이식용 다공체 블록 제조

  골 결손부, 치조제 증대, 골다공성 병소 등을 치료하는 골 이식재로 다양한 합성 

재료가 사용되고 있으며, 그 중에서도 생체 적합성을 나타내는 아파타이트 및 TCP

와 같은 칼슘 포스페이트 화합물이 주로 이용되고 있다. 하지만 합성 골 이식재는 

골유도성이 없다고 알려져 있기 때문에 신생골의 형성을 촉진하기 위해서는 재료 

내로 골 조직이 침투할 수 있는 골 전도성이 요구된다. 이러한 골전도성을 만족하

기 위해서는 수 백 ㎛의 기공이 서로 연결되어 있는 다공성 골 이식재가 필요하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기공의 크기가 매우 균일하고 서로 연결된 기공 구조의 

제조에 가장 유리하다고 사료되는 고분자 스펀지법을 이용하여 다공성 골 이식재

를 제조하기 위한 연구를 수행하 다. 생분해성 CaO-CaF2-P2O5-MgO계 칼슘 포스

페이트 라스 미립자를 제조한 다음 결합제, 분산제, 건조 제어제와 함께 증류수

에 분산시켜 슬러리를 제조하고, 다공성의 망상 폴리우레탄 스펀지에 침착시킨 후 

소결하여 다공체를 제조하 으며, 각 공정 변수에 따른 다공체의 물성과 미세 구조

의 변화를 관찰하여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었다.

1. 폴리우레탄 고분자 스펀지를 친수화 표면 개질하기 위해서 2% 및 5% NaOH 

수용액으로 표면처리한 결과 2% NaOH 수용액에서 20분간 표면 처리한 경우

가 가장 적합하 다.

2. 스펀지에 칼슘 포스페이트 라스를 가장 균일하고 굵게 피복시키기 위해서는 

칼슘 포스페이트 라스 분말/용액비가 40/60이고, 성형 결합제인 폴리비닐알

콜(PVA)을 8 wt% 첨가하 을 때 가장 우수한 슬러리 피복 특성을 나타내었다.

3. 건조 제어제로 디메틸 포름아마이드(DMF)를 10 wt% 첨가한 경우에 건조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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균열이 현저히 감소하 다.

4. 850℃까지 승온하여 소결하 을 때 잔존 탄소가 완전히 휘발하고, 다공체 골격

의 미세구조가 매우 치 화되었다.

5. 소결을 2회 반복하면 다공체의 골격이 굵어져서 1회 소결하 을 때보다 압축 강

도가 약 75% 증가하 으나,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는 없었다(p>0.05).

  이상의 결과로 볼 때 망상 폴리우레탄 스펀지를 사용하여 500∼800 ㎛ 크기의 

기공이 연결되어 있는 칼슘 포스페이트 라스의 다공체 블록을 제조할 수 있었으

며, 이는 생분해성과 다공성으로 인해 우수한 골전도성 합성 골이식재로 기대된다.

------------------------------------------------------------------------------------------------------------------

핵심되는 말: 골이식재, 칼슘 포스페이트, 다공체 블록, 골전도, 생분해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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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슘 포스페이트 라스를 이용한

골이식용 다공체 블록 제조

연세대학교 대학원 치의학과

(지도  이 용 근  교수)

박    상

I. 서  론

  인체의 골 결손 부위에 골을 이식하는 방법에는 가장 우수한 임상 결과를 나타

내는 자가 골이식 외에도 동종 골이식, 이종 골이식과 합성 골이식의 방법이 있다. 

자가 골이식은 수년간 치조골 결손 부위에 사용하여 성공적인 결과를 나타내었으

나 충분한 양을 얻기가 어렵고 부가적인 수술이 필요하다는 단점이 있다(Dragoo와 

Sullivan 1973; Quintero와 Mellonig, 1982, Ruhaimi, 2001). 동종 골이식이나 이종 

골이식은 골 성장 인자를 포함하고 있어서 골유도가 가능한 반면, 사체 및 동물의 

질환에 전염될 위험성이 있고 이식 항원에 대한 거부 반응이 일어날 우려가 있다

는 것이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Mellonig, 1984; Mellonig, 1991).

  따라서 이제까지 인공적으로 골이식재를 합성하고자 하는 많은 연구가 진행되어 

왔다. 합성 골이식재에는 금속, 고분자, 세라믹과 이의 복합재료가 있으나, 이중 세

라믹이 가장 오랜 역사를 가지고 있다. 1892년 Dreesman이 폐결핵 환자 8명에게 

석고를 골충전재로 사용하 다고 보고한 이래, 석고는 현재까지도 골충전재로 사용

되고 있다. 이후 1926년 X선 회절 분석에 의해 인체의 골과 치아가 아파타이트 구

조를 가지고 있다는 것이 밝혀짐으로써 아파타이트에 관한 많은 연구가 진행되어 

왔다. 이러한 아파타이트 화합물에는 가장 널리 알려진 칼슘 수산화아파타이트

[HA; Ca10(PO4)6(OH)2] 외에 수산기 자리에 불소가 치환된 불화 아파타이트[FA; 

Ca10(PO4)6F2], 수산기와 불소가 혼재되어 있는 불수산화아파타이트[FH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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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10(PO4)6(F,OH)2], 인산 자리에 탄산이 혼재된 탄산염 아파타이트[CHA; 

(Ca,Na)10(PO4,CO3)6(OH)2], 칼슘이 결핍된 칼슘 부족 아파타이트[AP; 

(Ca,A)10(PO4,HPO4)6(OH)2] 등의 다양한 화합물이 자연골에 존재하고 있다. 이러한 

아파타이트 화합물 외에 TCP[Ca3(PO4)2] 및 OCP[Ca8H2(PO4)2ㆍ5H2O] 등의 칼슘 

포스페이트 화합물이 공존하고 있으며, 이러한 화합물에는 F
-
, Mg

2+
, CO3

2-
 등이 소

량 존재하기 때문에 골과 치아의 법랑질, 상아질에서 화합물의 결정 크기와 형상이 

다르고, 비화학양론적인 조성을 갖는 경우가 많아 자연골과 동일한 합성 아파타이

트를 합성하는 것은 매우 곤란하다고 알려져 있다(LeGeros, 1991). 따라서 현재에

는 주로 칼슘 수산화아파타이트와 탄산염 아파타이트가 제품으로 출시되어 있으며, 

이 외에 TCP, 칼슘 수산화아파타이트와 TCP를 혼합한 BCP(biphasic calcium 

phosphate) 등도 출시되고 있다. 또한 1971년 Hench에 의해 유리가 생체활성이 있

다는 것이 최초로 발견된 이래 생체활성 유리 및 생체활성 결정화 유리에 관한 연

구도 활발히 진행되어 이에 관한 제품도 다수 출시되어 있다(Hench와 Wilson, 

1993).

  하지만 이러한 합성 골이식재는 골유도성이 아닌 골전도성 재료이기 때문에 골

조직이 재료 내로 성장되어 들어올 수 있는 적당한 크기의 연결된 기공을 갖는 다

공체로 사용되는 것이 바람직하며, 생체 친화성이어야 하고, 신생골의 성장 속도와 

유사한 생분해 속도를 가져야 한다는 것이 현재 합성 골이식재에 요구되는 성질이

다(Stahl과 Froum, 1990; Meffert 등, 1985; Jarcho, 1986).

  Lee 등(1999)은 칼슘 포스페이트 라스의 생분해성과 생체활성에 관하여 보고하

다. Ca/P 비가 0.6 이하일 때 비정질 구조를 갖는 칼슘 포스페이트 라스를 제

조할 수 있었으며, 칼슘 수산화아파타이트 및 TCP 등의 칼슘 포스페이트 화합물에 

비해 현저히 낮은 Ca/P로 인해 빠른 생분해 속도를 나타내었으며, 의사체액 및 우

태아 혈청에 일주일간 침적한 결과 재료의 표면에 아파타이트 결정이 침착되는 생

체 활성이 있음을 확인하 다. 이러한 생체 활성 및 생분해 속도는 Ca/P 비와 결

정화도에 따라 조절할 수 있었으며, 섬유모세포인 L929 세포를 대상으로 세포 증

식 시험과 한천중층시험을 통해 세포독성이 없다고 보고하 다. 유사 전구 골모세

포인 MC3T3-E1 세포를 대상으로 시험하여 세포독성이 없으며, 알카리성 인산 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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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 활성도가 유의하게 높고, 골결절이 빨리 형성되어 세포의 초기 분화에 효과적이

라고 보고하 다(송, 2001).

  위의 결과를 기초로 하여 본 연구에서는 칼슘 포스페이트 라스를 대상으로 하

여 다공체를 제조하기 위한 연구를 수행하 다. 다공성 세라믹의 제조 방법에는 다

양한 기술이 있으며, 제조 방법에 따라 기공의 형상, 크기, 분포 및 기공율이 변하

기 때문에 서로 다른 용도로 응용되고 있다. 압출, 주입 성형 및 졸겔법은 일반적

으로 기공 크기가 100 ㎚ 이하이기 때문에 honeycomb, microfilter 및 가스 센서의 

제조에 사용된다(Sepulveda, 1997). 3차원 망목상의 기공 구조를 갖는 다공체는 주

로 발포법과 고분자 스펀지법에 의해 제조된다. 발포법은 다양한 재질과 형상을 제

조할 수 있고, 다공체의 기계적 물성을 향상시키기 위해 섬유나 휘스커를 첨가하여 

복합체를 용이하게 제조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고, 기공의 크기도 비교적 자유롭게 

조절할 수 있으나, 기공이 폐쇄되는 경우가 많아서 완전히 개방된 다공체를 얻기 

어렵다는 것이 단점이다(Minnear, 1992; Yarwood 등, 1978).

  고분자 스펀지법은 완전 개방형 다공성 세라믹의 제조에 가장 널리 이용되는 방

법으로 기공의 크기가 매우 균일하고 기공이 폐쇄되는 경우가 드물어 투과율이 높

은 다공체를 얻을 수 있다. 이 방법에서는 출발 물질로 사용한 고분자 스펀지의 기

공 크기가 최종 다공체의 기공 크기를 결정하기 때문에 적합한 기공 크기를 용이

하게 제어할 수 있으며, 5 ㎜ 정도까지의 거대 기공을 가진 다공체를 제조할 수 있

어서 현재 금속 필터 및 매연 필터와 같이 유체의 투과효율이 높은 다공체를 제조

하는데 응용되고 있다(Brockmeyer와 Aubrey, 1987; Ecob와 Jeffs, 1990). 이러한 고

분자 스펀지법은 골조직이 성장해 들어가기에 적합한 수 백 ㎛의 연결된 기공을 

갖는 개방형 다공체의 제조에도 가장 유리한 방법으로 사료되는 바, 본 연구에서는 

생분해성 CaO-CaF2-P2O5-MgO계 칼슘 포스페이트 라스를 제조한 후 증류수에 

분산시켜 슬러리를 제조하여 다공성의 망상 폴리우레탄 에스터 스펀지에 침착시킨 

다음 소결하여 다공체를 제조하는 공정을 확립하고, 각 공정 변수에 따른 다공체의 

물성과 미세 구조의 변화를 관찰하여 다소의 지견을 얻었기에 보고하는 바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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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 재료 및 방법

1. 연구 재료

가. 칼슘 포스페이트 라스 분말의 제조

  전체적인 실험 공정도를 Fig. 1에 나타내었다. CaCO3, CaF2, H3PO4, MgO를 출

발 물질로 하여 CaO-CaF2-P2O5-MgO계 칼슘 포스페이트 라스를 제조하 다. 

Ca/P의 원자비가 0.6이 되도록 출발 물질을 혼합하 으며, CaO/CaF2의 몰비는 9

로 하 으며, MgO는 무게비로 1%를 첨가하 다. 혼합한 뱃치를 80℃에서 12시간 

건조한 후, 백금 도가니를 이용하여 super kanthal furnace에 넣고 450℃에서 1시간 

하소한 다음 850℃에서 용융하 다. 용융한 후 상온의 흑연판에 부어 급냉한 후, 

알루미나 유발과 ball mill을 이용하여 분쇄한 다음 체가름하여 Fig. 2에 나타낸 것

과 같이 평균 입도 40 ㎛의 분말을 제조하 다.

나. 고분자 스펀지

  3차원적인 망상 조직의 규칙적인 기공을 갖는 다공체를 제조하기 위하여 50 

ppi(pore per linear inch)의 기공 크기를 갖는 다공성의 망상 폴리우레탄 에스터 

스펀지(Regicell, Jehil Urethane, Korea)를 사용하 다. 사용한 스펀지의 기공 크기

는 대략 800 ㎛∼1.5 ㎜이었다.

2. 연구 방법

가. 고분자 스펀지의 표면 처리

  구입한 폴리우레탄 에스터 스펀지는 표면이 소수성이고, 빛이 반사될 정도로 표

면이 너무 매끄러워 칼슘 포스페이트 라스 슬러리의 침착이 곤란하 기 때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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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CO3, CaF2, H3PO4, MgO

Mixing & drying

Melting at 850℃ & quenching to R.T.

Calcium phosphate glass

Ball milling & sieving

Calcium phosphate glass powder

Dispersion into water with PVA, PEG, DMF

Calcium phosphate glass slurry

Infiltration of calcium phosphate glass slurry

into polyurethane ester sponge foam

Rolling sponge & repeat slurry infiltration

Drying & heat-treatment

Repeat slurry infiltration

Drying & heat-treatment

Characterization

Particle size analyzer, TG/DTA,

TMA, Viscometer, Instron, SEM

   Fig. 1. Experimental procedure for the preparation and characterization

          of porous calcium phosphate glass block using polyurethane

          ester sponge fo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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슬러리의 침착 효율을 높일 수 있게  소수성인 고분자 스펀지를 친수화하고, 적당

한 표면 거칠기를 부여하기 위하여 NAOH 용액을 이용하여 표면 처리하 다.

  NaOH 용액의 농도는 2%와 5%으로 하 으며, 상온에서 10∼60분간 침적한 후 

꺼내어 흐르는 물로 세척하고, 증류수에 넣어 충분히 초음파 세척한 후, 60℃에서 

완전히 건조하 다.

Fig. 2. Particle size distribution of the prepared calcium phosphate

             glass powder after milling and sieving with 325 mes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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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칼슘 포스페이트 라스 슬러리의 준비

  제조한 칼슘 포스페이트 라스 분말을 증류수에 분산시켜 슬러리를 제조하 다. 

먼저 증류수에 결합제인 폴리비닐 알콜(PVA, Du Pont, U.S.A.)을 50℃에서 용해시

킨 다음 상온으로 냉각하여, 계속 교반하면서 분산제로 폴리에틸렌 리콜

(PEG-400, Duksan Pure Chemical Co., Korea)를 첨가하고, 건조 제어제로 디메틸 

포름아마이드(DMF, Aldrich, U.S.A.)를 첨가하 다. 마지막으로 제조한 칼슘 포스

페이트 라스 분말을 첨가하 다.

  폴리비닐 알콜, 디메틸 포름아마이드와 칼슘 포스페이트 라스 분말의 양을 각

각 2, 4, 8 wt%, 0, 5, 10 wt%, 10, 33, 67 wt%로 변화시키며 고분자 스펀지에 침

착되는 양상을 관찰하 다.

다. 칼슘 포스페이트 라스 다공체의 제조

  건조한 고분자 스펀지를 준비한 슬러리에 압축과 팽창을 반복하면서 5회 반복 

함침하여 스펀지 내의 공기를 제거하고, 모세관 압력에 의해 슬러리가 스펀지 내부

까지 완전히 침투하게 한 후 스펀지를 꺼내어 스펀지 두께의 75% 정도로 압축되

도록 간격을 조절한 테프론 롤러 사이로 3회 반복 통과시켜 잉여 슬러리를 제거하

고, 압축 공기를 분사하여 기공이 막히지 않도록  균일하게 피복한 다음 상온에서 

서서히 건조하 다.

  건조후 시편을 알루미나 도가니에 넣고 kanthal furnace에서 열처리하여 고분자 

스펀지 및 유기 첨가제를 연소시키고 소결하 다. 열처리는 Fig. 3에 나타낸 열분

석 결과를 토대로 하 으며, 승온 속도는 3℃/min로 하 다. 

  스펀지가 연소되는 300∼400℃ 구간에서는 승온 속도를 1℃/min로 서서히 하

으며, 슬러리에 첨가한 유기 첨가제를 휘발시키기 위해 600℃에서 2시간 유지하

다. 마지막으로 650∼850℃에서 2시간 동안 소결하 다. 위와 같이 1차 소결한 시

편을 농도 67%의 슬러리에 재침착한 후 850℃에서 2차 소결하여 칼슘 포스페이트 

라스 다공체를 제조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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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 TG/DTA curve of the polyurethane ester sponge foam

                used in this stud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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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특성 분석

(1) 입자 크기 분포 측정

  칼슘 포스페이트 라스 분말의 입자 크기 분포를 입도 측정기(Master Sizer, 

Malvern Instruments Ltd., U.K.)를 이용하여 측정하 다.

(2) 스폰지의  열분석

  칼슘 포스페이트 라스 슬러리를 침착한 후의 열처리 조건을 설정하기 위하여 

TG/DTA(STA 1500, Netsch Co., Ltd., Germany)를 이용하여 고분자 스펀지의 열

분석 거동을 측정하 다.

(3) 유리전이온도 측정

  칼슘 포스페이트 라스 슬러리를 침착한 후의 열처리 조건을 설정하기 위하여 

TMA(2940, TA Instrument, U.S.A.)를 이용하여 칼슘 포스페이트 라스 분말의 유

리전이온도를 측정하 다.

(4) 점도 측정

  Cone and plate형 점도계(RH, Brookfield, U.S.A.)를 이용하여 결합제 및 칼슘 

포스페이트 라스 분말의 함량에 따른 슬러리의 점도를 측정하 다.

(5) 압축 강도 측정

  칼슘 포스페이트 라스 슬러리의 제조 조건과 침착한 후의 열처리 조건에 따른 

칼슘 포스페이트 라스 다공체의 압축 강도를 측정하기 위하여 직경 5 ㎜ × 높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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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8 ㎜의 시편을 조건당 10개씩 준비하여 만능시험기(4501, Instron, U.S.A.)를 이

용하여 1.0 ㎜/min의 속도로 가압하여 변위에 따른 압축 하중을 측정하 으며, 최

대 압축 하중으로부터 아래 식으로 압축 강도를 계산하 다. 측정시 시편 가압면의 

평탄도 불균일에 따른 향을 제거하기 위해 두께 0.2 ㎜의 고무판을 압자와 시편 

사이에 놓고 가압하 다.

S = 
F
A

여기서, F는 인가한 최대 힘(N), A는 하중 방향의 시편의 단면적(㎟), S는 압축 강

도(㎫)이다.

(6) 미세구조 관찰

  광학현미경과 주사전자현미경(S4200, Hitachi, Japan)을 이용하여 NaOH로 표면 

처리한 고분자 스펀지의 미세구조와 칼슘 포스페이트 라스 다공체의 미세구조를 

관찰하 다.

마. 통계 분석

  열처리 횟수에 따른 압축 강도를 각각 평균과 표준 편차를 구하여 t test로 분석

하 다.



- 11 -

III. 결  과

1. NaOH 처리에 의한 고분자 스펀지의 표면 개질

  2% NaOH 용액으로 처리한 고분자 스펀지의 표면 사진을 Fig. 4에 나타내었다. 

Fig. 4(a)에 나타낸 바와 같이 2% NaOH 용액을 이용한 경우에는 20분까지는 광택

을 유지하 으나, 30분 이상되면 광택이 상당히 소실되는 것을 알 수 있다. Fig. 

4(b)∼4(f)에 나타낸 주사전자현미경 사진을 보면 NaOH 용액으로 처리하기 전과 

10분, 20분 처리한 고분자 스펀지는 표면에 약간의 주름이 있으나 전반적으로 비교

적 매끈한 표면 상태를 하고 있으며, 30분 이상 처리한 경우에는 스펀지 표면이 상

당히 많이 침식되어 표면에서 빛이 산란되어 광택이 줄어들었음을 알 수 있었다.   

슬러리에 스펀지를 함침시킨 후 잉여 슬러리를 짜내는 단계에서 스펀지의 압축과 

복원이 반복되기 때문에 스펀지의 탄성이 지속적으로 유지되어야 이 과정을 거친 

후에 원래 상태로 복원되는데, 이 경우에는 스펀지의 탄성율이 현저히 감소하여 슬

러리를 침착하기 위해 압축시킨 후에 원래 상태로 복원되지 못하는 현상을 나타내

었다.

  5% NaOH 용액으로 처리한 고분자 스펀지의 표면 사진을 Fig. 5에 나타내었다. 

2% NaOH 용액으로 처리한 경우보다 짧은 시간인 20분 처리한 경우에 표면의 광

택이 현저히 줄어들었으며, Fig 5(b)∼5(f)에 나타낸 바와 같이 표면이 심하게 침식

되었다.

2. 칼슘 포스페이트 라스 분말 및 결합제 함량의 향

  칼슘 포스페이트 라스 슬러리의 성형결합제인 폴리비닐 알콜의 최적 함량을 

결정하기 위하여 2, 4, 8 wt%로 변화시키며 점도를 측정한 결과를 Fig. 6에 나타내

었다. 이때 칼슘 포스페이트 라스 분말의 함량은 67%로 고정하 다. 폴리비닐 

알콜의 함량이 증가함에 따라 슬러리의 점도가 증가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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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appearance                        (b) as-received

(c) 10 min                          (d) 20 min

(e) 30 min                          (f) 60 min

Fig. 4. SEM photographs of surface of polyurethane ester sponge foam

           after treatment in 2% NaOH solution with various treatment ti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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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 min30 min 60 min60 min

10 min10 min 20 min20 min

30 min30 min 60 min60 min

(a) appearance                        (b) as-received

(c) 10 min                          (d) 20 min

(e) 30 min                          (f) 60 min

Fig. 5. SEM photographs of surface of polyurethane ester sponge foam

           after treatment in 5% NaOH solution with various treatment ti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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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 6. Viscosity of the calcium phosphate glass slurries

                according to the content of PVA when the contents

                of the calcium phosphate glass powder and DMF 

                are 67 wt% and 5 wt%, respective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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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폴리비닐 알콜과 칼슘 포스페이트 분말의 함량을 변화시키며 고분자 스펀지에 

슬러리를 침착시킨 상태를 Fig. 7에 나타내었다. (a), (b), (c)는 칼슘 포스페이트 

라스 분말이 10 wt%이고, 폴리비닐 알콜의 함량이 각각 2, 4, 8 wt%인 경우이고, 

(d), (e), (f)는 칼슘 포스페이트 라스 분말이 33 wt%이고, 폴리비닐 알콜의 함량

이 각각 2, 4, 8 wt%인 경우이며, (g), (h), (i)는 칼슘 포스페이트 라스 분말이 67 

wt%이고, 폴리비닐 함량이 각각 2, 4, 8 wt%인 경우이다.

  칼슘 포스페이트 라스 분말의 함량이 10 wt%이고 폴리비닐 알콜의 함량이 2 

wt%인 경우에는 슬러리의 점도가 너무 낮아서 사진에서 보는 바와 같이 낮은 표

면 장력으로 인해 기공을 막는 얅은 막이 형성되었다. 분말 함량이 10 wt%일 때 

폴리비닐 알콜이 4, 8 wt%로 증가하면 Fig. 6에 나타낸 것과 같이 슬러리의 점도

가 증가하여 표면 장력이 증가하기 때문에 막을 형성하는 정도는 감소하 으나, 여

전히 막이 잔존하는 양상을 나타내었다. 분말의 함량이 33 wt%로 높아지면 슬러리

의 점도가 증가하기 때문에 (d), (e), (f)에 나타난 바와 같이 기공을 막는 막은 거

의 형성되지 않았으나, 슬러리를 스펀지에 충분히 침착시키기에는 아직도 점도가 

낮은 상태임을 알 수 있었다. 동일한 분말 함량에서는 폴리비닐 알콜의 함량이 증

가할수록 폴리비닐 알콜이 분말을 효율적으로 감싸면서 스펀지에 침착되어 더 많

은 양이 스펀지에 피복되는 것을 알 수 있다. 분말의 함량이 67 wt%로 매우 높아

진 경우에, 폴리비닐 알콜의 함량이 2 wt%일 때에는 분말을 효율적으로 감싸지 못

하여 슬러리가 스펀지 표면에서 균일하게 피복되지 못하고 분말 입자끼리 뭉치는 

현상을 나타내었다. 폴리비닐 알콜의 함량을 4 wt%까지 증가시키면 좀더 균일하게 

슬러리를 피복시킬 수 있었으며, 8 wt%까지 증가시켰을 때 매우 우수한 슬러리의 

피복 특성을 나타내어 본 실험 범위 내에서 최적의 슬러리 제조 조건임을 알 수 

있었다.

  이러한 결과는 Fig. 8에 나타낸 주사전자현미경 사진으로도 확인할 수 있었다. 

분말의 함량이 10 wt%로 낮은 경우에 얇은 막에 의해 기공이 막히고, 분말의 함량

이 증가함에 따라 이러한 현상이 줄어드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폴리비닐 알콜의 

함량이 증가할수록 칼슘 포스페이트 라스 분말을 효과적으로 균일하게 감싸며 

스펀지에 피복됨을 알 수 있었으며, 본 연구에서 제조한 다공체의 기공 크기는 50

0∼800 ㎛ 범위임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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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b)                       (c)

(d)                       (e)                      (f)

(g)                       (h)                       (i)

  Fig. 7. Photographs of polyurethane ester sponge foams infiltrated by the

         calcium phosphate glass slurry with various contents of the calcium   

         phosphate glass powder and PVA.

         (a; powder 10 wt%, PVA 2 wt%, b; powder 10 wt%, PVA 4 wt%,

         c; powder 10 wt%, PVA 8 wt%, d; powder 33 wt%, PVA 2 wt%,

         e; powder 33 wt%, PVA 4 wt%, f; powder 33 wt%, PVA 8 wt%,

         g; powder 67 wt%, PVA 2 wt%, h; powder 67 wt%, PVA 4 wt%,

         i; powder 67 wt%, PVA 8 w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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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                       (h)                       (i)

   Fig. 8. SEM photographs of polyurethane ester sponge foams infiltrated

          by the calcium phosphate glass slurry with various contents of the 

          calcium phosphate glass powder and PVA. (←and ○ indicate film 

          due to low surface tension of slurry and powder agglomerate

          due to high powder/water ratio and low PVA content, respectively).

          (a; powder 10 wt%, PVA 2 wt%, b; powder 10 wt%, PVA 4 wt%,

          c; powder 10 wt%, PVA 8 wt%, d; powder 33 wt%, PVA 2 wt%,

          e; powder 33 wt%, PVA 4 wt%, f; powder 33 wt%, PVA 8 wt%,

          g; powder 67 wt%, PVA 2 wt%, h; powder 67 wt%, PVA 4 wt%,

          i; powder 67 wt%, PVA 8 w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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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건조 제어제의 향

  건조 제어제(DCCA)인 디메틸 포름아마이드의 함량을 0. 5. 10 wt%로 변화시키

며 고분자 스펀지에 슬러리를 침착한 후에 건조하여 고분자 스펀지의 미세구조를 

주사전자현미경으로 관찰한 결과를 Fig. 9에 나타내었다. 디메틸 포름아마이드를 

첨가하지 않았을 때에는 여러 군데에서 균열이 발생하고 칼슘 포스페이트 라스

의 골격이 매우 거칠고 균일하지 못하 다. 디메틸 포름아마이드를 5 wt% 첨가하

면 첨가 전에 비해 훨씬 균일하고 부드러운 골격 구조를 나타내었다. 하지만, 균열

이 여전히 잔존하는 것을 볼 수 있다. 디메틸 포름아마이드를 10 wt% 첨가했을 때

는 균열이 발생하지 않았다. 따라서, 본 실험 범위 내에서 디메틸 포름아마이드의 

함량이 10 wt%일 때가 본 실험 범위 내에서 가장 우수한 침착 및 건조 특성을 나

타내었다.

4. 열처리 온도 및 횟수의 향

  칼슘 포스페이트 라스 슬러리를 고분자 스펀지에 침착하여 건조한 후에 열처

리하여 고분자를 휘발시키고, 칼슘 포스페이트 라스를 결정화시키게 된다. 칼슘 

포스페이트 라스의 결정화 온도 범위를 설정하기 위해 TMA를 이용하여 유리전

이온도와 연화점을 측정한 결과를 Fig. 10에 나타내었다. 유리전이온도가 595℃, 연

화점이 622℃를 나타내었다.

  칼슘 포스페이트 라스 분말 67 wt%, 폴리비닐 알콜 8 wt%, 디메틸 포름아마

이드 10 wt%의 조건으로 슬러리를 제조하여 고분자 스펀지에 침착하여 건조시킨 

후, 온도를 650∼850℃로 변화시키며 열처리한 후의 미세 구조를 주사전자현미경으

로 관찰하여 Fig. 11에 나타내었다. Fig. 11(a)에 나타낸 바와 같이 유리전이온도보

다 약간 높은 650℃에서 소결한 경우에 회색빛을 띠고 있어서, 고분자 스펀지와 폴

리비닐 알콜과 같은 유기 성분이 완전히 휘발되지 못한 것을 볼 수 있다. 소결 온

도를 700, 800, 850℃로 증가시켜 열처리한 결과 유기 성분의 휘발이 많아져 850℃

에서 소결한 경우에는 유기 성분이 완전히 휘발되어 백색을 나타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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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9. SEM photographs of polyurethane ester sponge foams after

             infiltration and subsequent drying at 60℃ with various content

             of dimethyl formamide. (a; 0 wt%, b; 5 wt%, c; 10 wt%).

             (← indicates propagated crack during dry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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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 10. Dimensional change of the calcium phosphate glass

                  with increasing temperature determined by thermo-

                  mechanical analyz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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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appearance

(b) 650℃                              (c) 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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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 11. SEM photographs of polyurethan ester sponge foams after

             sintering at various temperatur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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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사전자현미경으로 미세 구조를 관찰해 보면, 650℃에서 소결한 시편의 골격은 

단순히 분말 입자간 접촉만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700℃에서 소결한 시편은 

입자간 공극이 다소 줄어들었으며, 800℃까지 소결하면 소결이 상당히 진척되어 입

자간 기공이 거의 줄어들었다. 850℃에서 소결한 경우에는 입자간 기공이 모두 사

라지고 치 한 골격 구조를 나타냄으로써 본 실험 범위 내에서 최적의 소결 온도

임을 알 수 있었다.

  Fig. 12에 나타낸 바와 같이 850℃에서 소결한 시편을 슬러리에 다시 침착하여 

소결을 반복한 경우에 1회 소결한 경우에 비하여 더욱 두꺼운 골격을 나타내었다.

  Fig. 12에 나타낸 시편의 압축 강도를 측정한 결과를 Fig. 13에 나타내었다. 1회 

소결한 경우에 (0.84±0.43) ㎫의 압축 강도를 나타내는데 비해, 2회 소결한 경우에

는 (1.47±0.68) ㎫의 압축 강도를 나타내어 소결을 2회 반복함에 따라 압축 강도가 

약 75% 증가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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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b)

Fig. 12. Photographs of polyurethan ester sponge foams

                    after sintering at 850℃ (a) once and (b) twi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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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 13. Compressive strength of polyurethan

                         ester sponge foams according to the

                         sintering time at 8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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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고  찰

  지난 십 수년에 걸쳐 유도 골재생법(GBR)이 발전하여 구강악안면외과나 치주과 

분야에서 외상적 치아발치, 장기간의 치주 질환, 치근단 염증 또는 외상으로 인한 

심한 치조골 손상 등을 치료하는데 널리 이용되고 있다.

  유도 골재생의 목적은 최대한의 기능 회복을 이룰 수 있도록 자연적이고 생물학

적으로 적절한 환경을 만들어 주는 것으로, 유도 골재생을 얻기 위한 조건으로는 

생물학적 친화성, 원하지 않는 종류의 세포들의 침범을 막는 능력, 공간유지, 조직

과의 결합력, 시술의 편의성 등이 있다.

  유도 골재생 술식 중 사용되어지는 골이식재가 갖추어야할 이상적 특징은 골 성

장을 전도할 수 있는 골전도 지지체 역할, 골 수복 과정을 유도할 수 있는 화학적 

골유도 성질, 골세포로 분화하여 신생골을 형성하는 능력이 있어야 하며, 구조적으

로도 안정해야 한다(Lorenzetti 등, 1998).

  자가골은 가장 예후가 좋은 재료로서 골전도성과 골유도능을 갖추고 있어 미분

화 간엽 세포를 자극해 골세포를 형성하고 새로운 골 생성에 토대 역할을 한다. 그

러나 수술로 인한 조직의 손상, 수술 후 통증, 환자의 불편감, 수술 시간 및 비용적 

문제 등의 단점이 있다(Dragoo와 Sullivan 1973; Quintero와 Mellonig, 1982, 

Ruhaimi, 2001). 동종 골이식은 자가 골이식에 비해 많은 양을 얻을 수 있는 장점

이 있으나, 전염성 문제와 면역반응을 나타내 이식이 실패할 가능성이 높은 편이

다.(Mellonig, 1984; Mellonig, 1991).

  따라서 화학적으로 골과 유사한 칼슘 포스페이트 이식재에 대해 광범위하게 연

구가 이루어져 왔다. 대표적으로 지난 20년 간 인체골의 주성분인 칼슘 수산화아파

타이트가 충전재, 보강재(spacer), 골이식재로서 널리 사용되어 왔다. 그러나 칼슘 

수산화아파타이트는 생분해 속도가 느려서 사용에 한계를 나타내기 때문에, 불소 

및 탄산염을 칼슘과 포스페이트 자리에 치환한다던가, 또는 도 및 기공율을 조절

함으로써 생분해성을 높이려는 시도가 있어 왔다. 하지만 임상에서 사용되는 아파

타이트는 일반적으로 1250℃ 이상에서의 소결 과정을 거치게 되는데, 이때 OH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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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3가 손실되어 효과가 떨어지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Hsu, 2002). 생분해 속도는 

Ca/P에 의존하기 때문에 칼슘 수산화아파타이트보다 Ca/P가 낮은 TCP를 사용하

면 생분해 속도가 빨라져서 생체 이식 6개월 후에 칼슘 수산화아파타이트는 소량

만 흡수되는 반면, TCP는 85% 정도가 흡수된다고 보고되었다(Bower, 1986). 이러

한 TCP와 칼슘 수산화아파타이트를 혼합한 BCP, 그 외 OCP 등의 다양한 칼슘 포

스페이트 이식재에 관한 연구가 진행되어 왔다.

  이러한 칼슘 포스페이트계 합성 골이식재는 골유도성을 나타내어 골성장 인자를 

첨가하지 않아도 골격 외부에서 골 형성을 유도한다는 보고가 최근 계속되고 있으

나(Yang 등, 1996; Yuan 등, 1999), 현재로 합성 골이식재는 골유도성이 없다는 것

이 일반적인 관점이기 때문에 골조직이 재료 내로 성장되어 들어올 수 있는 골전

도성을 갖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알려져 있다.

  Frame 등(1987)은 칼슘 수산화아파타이트를 성견에 이식하여 치 체보다 다공체

를 사용하 을 때 신생골이 유의하게 많이 형성되었다고 보고하 다. 또한 Boyne 

등(1991)은 치조능 재건 이식술에서 치 체 칼슘 수산화아파타이트는 응집력이 약

해 치유 기간동안 응력을 받으면 움직이기 때문에 사용이 감소하고, 다공성 칼슘 

수산화아파타이트의 사용이 증가하고 있다고 보고하 다.

  골전도성을 나타내기 위해서는 골조직이 성장되어 들어올 수 있는 적합한 크기

의 기공을 갖는 다공성 구조이어야 한다. 이렇게 기공 내로 골조직이 침투해 들어

오면 골이식재와 골조직간의 부착력이 향상되기 때문에 임플란트의 코팅에도 유용

하게 이용된다. 실제로 다공성 칼슘 수산화아파타이트를 임플란트에 코팅하면 기공 

내로 조직이 성장되어 조직과 임플란트 간의 고정성이 향상되므로 칼슘 수산화아

파타이트의 생분해 속도를 조절함으로써 임플란트의 이식 목적에 따라 단기간부터 

장기간에 걸쳐 모두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다고 보고되었다(Liu, 1998).

  다공성 골이식재는 합성 골이식재 외에도 소뼈의 유기 성분을 제거한 후 남은 

무기 성분을 고온에서 소결하여 제조한 이종 골이식재가 이미 상용화되어 사용되

고 있는데, 이러한 이종 골이식재는 골성장 인자를 포함하고 있어서 골형성을 유도

할 수 있다는 것이 장점이다(Lin 등, 1999).

  그러므로 다공성 합성 골이식재에 골유도 세포, 골유도 조직(골막) 및 골형성 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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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질(BMP, PDGF) 등을 도입하여 골유도성 골이식재를 조직공학적으로 제조하려는 

많은 연구가 진행되어 왔다(Goshima 등, 1991; Vacanti 등, 1995; de Campos, 

1996; Ishaug-Riley 등, 1997; Ishida 등, 1996; Johnson 등, 1996; Hotz와 Herr, 

1994). 조직공학에서는 골조직을 생체 내에서 생성하기 위하여 적어도 4가지 요소, 

즉 세포, 기질, 체액, 조절자가 조합되어야 하며, 여기서 3차원적 구조를 갖는 세포 

하층으로서의 기질의 역할이 중요시된다(Ohgushi 등, 1992; Cornell과 Lane, 1992; 

Urist, 1965; Wozney, 1992; Alper, 1994; Sampath 등, 1990; Gronwald 등, 1988). 

세포를 둘러싸고 있는 세포외 기질(extracellular matrix)은 물리적으로 세포를 지지

할 뿐 아니라 세포 증식, 분화, 형태화 등을 조절하는 역할도 한다. 실제적으로 적

절한 요건을 갖춘 인공적 기질(scaffold)에 세포를 침투시키면 세포 스스로가 건전

한 세포외 기질을 생산하여 세포 증식과 분화를 촉진함으로써 자연적 조직 재생을 

이룰 수 있다고 보고되었다(Arm, 1996; Bennett 등, 1991; Lennon 등, 1995; 

Yoshikawa 등, 1996). 이러한 조직공학은 아직까지 미미한 상태이지만 기술적, 방

법적 진보를 통해 21세기 새로운 의학분야로 중요성을 더하고 있는 실정이다.

  기공 크기의 향에 관하여는 많은 연구가 있었으나 골형성이나 골전도를 위한 

최적 기공 크기에 관하여는 아직 정설이 없다. 큰 기공이 골전도에 유리하다는 보

고도 있고, 작은 기공이 효과적이라는 상반된 보고도 있으나, 100∼400 ㎛의 기공 

크기가 되어야 골의 mineralization이 시작될 수 있기 때문에 대체적으로 100∼600 

㎛의 기공이 적절하다고 생각되어지며, 기공이 모세혈관의 직경보다는 커야 골형성

에 필요한 혈액 공급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에 골전도를 위한 최소 기공 

크기는 50∼100 ㎛이 한계라고 생각된다(Anselme 등, 1999; Jarcho, 1981; Inoue 

등, 1992; Kawamura 등, 1987; Flatley 등, 1983; Passuti 등, 1989; Eggli 등, 1988). 

기공 크기가 동일할 때에는 기공율에 따라 골전도가 유의한 차이를 나타내지 않는

다고 알려져 있다(Gauthier 등, 1998).

  골전도를 위해서는 적합한 크기를 갖는 기공이 서로 연결되어 있어야 한다. 다공

성 골이식재의 제조법에 관하여는 Saggio-Woyansky 등(1992), Sepulveda(1997), 

Rice(1996), Lange 등(1987)이 여러 방법을 비교하여 종설을 발표하 다. 세라믹 골

이식재의 경우에는 주로 발포법과 고분자 스펀지법이 주로 사용되어 왔다. 발포법



- 28 -

은 세라믹 분말을 isocyanate capped polyoxyethylene polyol과 같은 발포제를 첨

가한 슬러리로 만들어 발포시킨 후 건조 및 소성하여 비교적 간단히 다공체를 제

조할 수 있는 방법이다. 이 외에도 슬러리에 기계적으로 거품을 발생시키는 방법, 

기체를 주입하여 거품을 발생시키는 방법, 슬러리 내에서 발열 반응의 부산물로 기

체를 발생시키는 방법, freon과 같은 저온 비등 물질의 기화에 의해 슬러리를 발포

시키는 방법 등이 있으며, 최근에는 gel casting 방법을 발포법에 응용하여 다공체

의 강도를 증가시킬 수 있는 방법으로 주목되고 있다(Young 등, 1991; Janney와 

Omatete, 1991). 발포법에서는 슬러리 내의 거품들이 일정한 크기로 제어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며, 그것에 따라 최종 다공체의 기공이 개방형인지 폐쇄형인지가 결정

된다. 하지만 일반적으로 발포법으로는 완전한 개방형 다공체를 제조하기가 어렵

고, 기공 크기도 다소 불균일하다는 것이 문제점이다(Minnear, 1992). 이에 비해 고

분자 스펀지법은 기공의 크기가 매우 균일하고 기공이 폐쇄되는 경우가 드물며, 이 

방법에서는 출발 물질로 사용한 고분자 스펀지의 기공 크기가 최종 다공체의 기공 

크기를 결정하기 때문에 적합한 기공 크기를 비교적 용이하게 제어할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폴리우레탄 에스터 스펀지를 이용하여 칼슘 포스페이트 

라스 다공체를 제조하 다. 구입한 스펀지는 소수성이어서 수계 슬러리 제조시 

젖음 상태가 좋지 않기 때문에 NaOH 수용액으로 표면을 친수성으로 개질하여 젖

음 상태를 개선시킬 수 있었다. NaOH 수용액으로 처리하면 표면 거칠기가 증가하

여 비표면적이 커지게 되고 표면 에너지가 높아지기 때문에 슬러리가 보다 균일하

고 많이 피복될 수 있었다. Fig. 4에 나타낸 것처럼 NaOH 수용액으로 표면 처리

하지 않은 스펀지는 표면에 많은 불순물들이 묻어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이러한 

불순물들은 불균일한 코팅층을 형성할 수 있으며, 슬러리를 피복한 후 소결할 때 

비정상 결정립 성장 등의 결함을 초래할 수도 있으므로 슬러리를 피복하기 전에 

제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본 연구에서는 2% NaOH 수용액으로 20분간 처리한 

경우에 최상의 상태를 나타내었으며, 그 이상 처리하면 표면이 심하게 침식되고 스

펀지의 탄성이 떨어져 복원력이 상실되는 현상을 나타내었다.

  슬러리 제조시에 성형 결합제로는 폴리비닐 알콜을 사용하 으며 분말 함량이 

일정할 때에는 폴리비닐 알콜의 함량이 증가할수록 더 많은 양의 슬러리가 스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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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피복되었다. 분말 함량이 67%인 경우를 보면, 폴리비닐 알콜의 함량이 2 wt%

일 때는 분말을 효율적으로 감싸지 못하고 분말 입자끼리 뭉치는 현상을 보이다가 

폴리비닐 알콜의 함량을 8 wt%까지 증가시키면 우수한 피복 특성을 나타내었다.

  소결시에는 승온 속도가 중요한 변수로 작용하 다. 3℃/min 이상으로 승온하

을 경우에는 시편이 형태를 유지하지 못하고 붕괴되었다. 이것은 스펀지 표면의 피

복층이 원래의 스펀지 골격을 그대로 유지하기 위해서는 피복층 내에서의 입자간

의 물질 이동에 따른 입자간의 결합력이 생성되어야 하는데, 이러한 결합력이 형성

되기 전에 고분자 스펀지가 휘발되면 스펀지가 피복층의 자체 하중을 견디지 못했

기 때문으로 생각된다. 승온 속도를 1℃/min 이하로 낮추면 본래의 기공 형태가 

잘 유지된 다공체를 얻을 수 있었다.

  본 연구에서는 물을 용매로 하여 슬러리를 제조하 으며, 이러한 경우에는 물이 

표면 장력이 크기 때문에 건조시 발생하는 수축으로 인해 다공체의 표면에 균열이 

발생하게 된다. 더구나, 슬러리 피복시 발생하는 불균일 피복 특성에 의해 피복층

의 두께에 차이가 나거나, 피복이 되지 않은 부위가 존재하여 균열이 발생할 수 있

고, 피복층과 고분자 스펀지의 열팽창 계수의 차이에 의해서도 균열이 발생할 수 

있으며, 고분자 스펀지가 휘발할 때 기체압이 발생하여 피복층을 뚫고 휘발하는 과

정에서 미세 균열 발생하고, 건조시 발생하는 내부 잔류 응력이 열처리 과정을 통

해 미세 균열을 발생한다고 알려져 있다(Brown과 Green, 1994; Lange과 Miller, 

1987).

  이러한 이유로 미세 균열이 발생하면 다공체의 강도를 현격히 저하시키기 때문

에 반드시 균열 발생을 억제하여야 한다(Brenzy와 Green, 1991; Brenzy와 Green, 

1989). 따라서 다양한 유기 첨가제를 건조 제어제로 사용하여 왔는데, 이 중 디메

틸 포름아마이드는 표면 장력이 물보다 훨씬 낮고 비등점이 높아서 물이 증발하는 

동안에도 입자 간의 공극에 위치하여 서서히 증발하기 때문에 건조시 물이 증발하

면서 급격히 발생하는 피복층에서의 국부적 인장력을 최소화하여 균열을 억제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 디메틸 포름아마이드를 10 wt% 첨가하 을 때 균열이 거의 

없는 상태를 나타내었다.

  건조 과정을 마치면 열처리하여 고분자 스펀지를 휘발시키고 칼슘 포스페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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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스를 결정화시키게 된다. 열처리 온도 범위를 설정하기 위하여 TMA로 유리전

이온도를 측정한 결과 595℃를 나타내었다. 따라서 온도를 650∼850℃로 변화시키

며 열처리한 결과 650℃에서 열처리했을 때는 고분자 스펀지가 완전히 연소되지 

못하여 회색빛을 띠고 있었으나, 850℃에서 열처리한 경우에는 스펀지가 완전 연소

되어 백색의 다공체를 나타내었고, 치 한 미세 구조를 나타내어 최적의 열처리 온

도이었다. 

  또한 피복 과정을 반복하여 재소결하 을 때 다공체의 골격이 더욱 두꺼워져 압

축 강도가 유의하게 증가하 다. 이때 압축 파괴 거동은 기존에 보고된 바와 같이 

압축 하중이 증가함에 따라 탄성 변형을 하다가 초기 파괴 이후에는 각 골격이 순

차적으로 파괴되는 양상을 나타내었다(Gibson과 Ashby, 1988; Dam 등, 1990).

이러한 제조 과정을 통하여 500∼800 ㎛의 기공 크기를 갖는 칼슘 포스페이트 

라스 다공체를 제조할 수 있었으며, 우수한 생분해성과 골전도성으로 인해 골세포

를 배양하여 이식하는 조직공학적 골이식재로서의 응용이 기대되는 바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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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 결  론

  생분해성 CaO-CaF2-P2O5-MgO계 칼슘 포스페이트 라스를 제조한 후 고분자 

스펀지법으로 다공체 블록을 제조하기 위해 연구하여 다음과 같은 결과를 얻었다.

1. 폴리우레탄 고분자 스펀지를 2% NaOH 수용액에서 20분간 표면 처리하면 스펀

지의 탄성을 유지하면서 친수성을 향상시킬 수 있었다.

2. 스펀지에 칼슘 포스페이트 라스를 가장 균일하고 굵게 피복시키기 위해서는 

칼슘 포스페이트 라스 분말/용액비가 40/60이고, 성형 결합제인 폴리비닐알

콜(PVA)을 8 wt% 첨가하 을 때 가장 우수한 슬러리 피복 특성을 나타냈다.

3. 건조 제어제로 디메틸 포름아마이드(DMF)를 10 wt% 첨가한 경우에 건조시의 

균열이 현저히 감소하 다.

4. 850℃까지 승온하여 소결하 을 때 잔존 탄소가 완전히 휘발하고, 다공체의 골

격이 매우 치 화되었다.

5. 소결을 2회 반복하면 다공체의 골격이 굵어져서 1회 소결하 을 때보다 압축 강

도가 (0.84±0.43) ㎫에서 (1.47±0.68) ㎫로 약 75% 증가하 으나,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는 없었다(p>0.05).

  이상의 결과로 볼 때 망상 폴리우레탄 에스터 스펀지를 사용하여 500∼800 ㎛ 

크기의 기공이 연결되어 있는 칼슘 포스페이트 라스의 다공체 블록을 제조할 수 

있었으며, 이는 생분해성과 다공성으로 인해 우수한 골전도성 합성 골이식재로 기

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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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Fabrication of reticulate porous bone-graft block

using calcium phosphate glass

Young-Sang Park, D.D.S.

Department of Dentistry, The Graduate School, Yonsei University

(Directed by Professor Yong-Keun Lee, M.S., Ph.D.)

  Several synthetic and biological materials have been used for the treatment of 

bone defects, ridge augmentation, and osteoporotic lesions. Among them, 

calcium phosphates such as hydroxyapatite(HA) and tricalcium phosphate(TCP) 

are widely have been used.

  Since it is generally accepted that the synthetic bone graft materials are lack 

of osteogenesis, osteoconductive materials are expected for osteointegration from 

the surrounding biological bone in order to promote the new bone formation.

Porous materials having interconnected pores with sufficient pore size, that is 

several hundred ㎛, are received much attention because let the tissue penetrate 

into porous block easily, thus improve the attachment between bone graft 

materials and tissues.

  In this study, we investigated the optimal manufacturing process of the 

porous calcium phosphate glass block in Cao-CaF2-P2O5-MgO system by 

polymeric spongy methods.

  The results were as follows.

1. Pretreatment of polyurethane sponge before slurry infiltration in 2% NaO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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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lution for 20 min was effective to improve the slurry infiltration efficiency.

2. Calcium phosphates glass slurry was homogenously thick coated when the 

weight ratio between the calcium phosphate glass powder and water was 

40:60 with 8 wt% of polyvinyl alcohol(PVA) as a binder.

3. Addition of 10 wt% dimethyl formamide(DMF) as a drying control chemical 

additive into a slurry almost prevented the crack forming during drying.

4. Sintering of the dried porous block at 850℃ exhibited most dense 

microstructure as well as entire elimination of organic additives.

5. Compressive strength increased about 75% from (0.84±0.43) ㎫ to (1.47±0.68) 

㎫ after repeat sintering at 850℃, however, there was no significant 

difference(p>0.05).

  Porous block with interconnecting pores with 500∼800 ㎛ can be 

manufactured using a prepared calcium phosphate glasses by polymeric sponge 

method. The prepared porous calcium phosphate glass block is expected 

osteoconductive as well as biodegradable bone graft materials.

-------------------------------------------------------------------------------------------------------------------

KEY WORDS: bone-graft material, calcium phosphate, porous block,

              osteoconduction, biodegradab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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