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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glass in the system of CaO-SiO2-P2O5 and the corresponding glass-ceramics are prepared for bone cements and the behaviors
of the hardening and hydroxyapatite formation were studied for the glass and glass-ceramic powders. The glass crystallized into apatite,
α-wollastonite and β-wollastonite depending on the glass composition when they were heat-treated at 950

o
C for 4 h. A DCPD

(dicalcium phosphate dihydrate : CaHPO4·2H2O) was developed when the prepared glass and glass-ceramic powders were mixed with
3M-H3PO4 solution. The DCPD (Ca/P=1.0) transformed to HAp (Ca/P=1.67) when the bone cement was soaked in simulated body
fluid (SBF), and this HAp formation strongly depended on the releasing capacity of Ca

2+
 ions from the glass and glass-ceramic

cements. The glass-ceramic bone cement containing α-wollastonite crystals showed faster transformation of DCPD to HAp than other
glass-ceramics containing α- and β-wollastonite crystals. No hydroxyapatite was observed when the glass-ceramic bone cement
containing apatite crystals (36P6C) was soaked in SBF even for 1 month, because no Ca

2+
 ion can be released from the stable apatite

crysta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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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서 론

 

생체 이식 재료로 사용되는 골 시멘트는 유기재료와 무

기재료로 나눌 수 있다. 정형외과와 치과분야에서 가장

널리 사용되는 유기물인 PMMA 골 시멘트는 시술 후 이

탈 된 단사체 (monomer)에 의해 이식 부위가 감염될 수

있으며 이에 의한 재수술의 우려가 있다.
1,2)

 또한 시술시

감염을 막기 위해 첨가된 항생제가 골 시멘트 혼합 시 발

생 되는 높은 열에 의해 파괴되는 문제점도 안고 있다.
3)

이러한 단점을 보완하기 위하여 세라믹 골 시멘트를 사

용 할 수 있다. 세라믹을 이용한 인공 골 시멘트는 인산칼

슘계 시멘트 (Calcium Phosphate Bone Cement)와 유리 골

시멘트 (Glass Bone Cement)가 있다. 이들은 생체 적합성이

뛰어나 골충진 재료 및 임플란트 완충재로 사용 될 수 있다. 

인산 칼슘계 시멘트는 수화반응 직후에 생성되는 결정상

에 따라 hydroxyapatite계 (HAp : Ca10(PO4)6(OH)2)와 brushite

계 (DCPD : CaHPO4 ·2H2O)로 나눌 수 있다.
4)

 HAp계에서

는 식(1)과 같이 TetCp가 DCPD와 반응하여 HAp를 형성

하게 되고, brushite계에서는 식(2)와 같이 β-TCP가 인산

과 반응하여 DCPD를 형성하게 된다. 

2Ca4(PO4)2O + 2CaHPO4·2H2O→ Ca10(PO4)6(OH)2+H2O (1)

2Ca3(PO4)2 + 2H3PO4 + 12H2O→ 6CaHPO4·2H2O  (2)

여기서 HAp는 자연골과 조성이 비슷하고 용해도 (0.0003 g/

L)가 낮아 분해 없이 자연골과 결합하는 반면 DCPD는

용해도 (0.088 g/L)가 높아 생체내에서 분해하고 그 자리

를 자연골이 채워지게 된다.
5)

 

한편 Kokubo 등
6)
이 소개한 유리 골 시멘트는 유리(46.7

CaO, 35.6 SiO2, 17.0 P2O5, 0.7 CaF2 : wt%)분말을 인산

암모늄 용액과 혼합하여 제조하며 이는 식(3)과 같이 먼

저 CaNH4PO4H2O를 형성하면서 경화되고, 이를 생체 유

사용액과 반응하면 식(4)와 같이 이들 결정상에서 암모니

아 이온이 용출되면서 수산화 아파타이트로 전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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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
2+

(glass) + (NH4)2PO4 (slolution)→ CaNH4PO4 ·H2O (3)

CaNH4PO4 ·H2O→ Ca10(PO4)6(OH)2 + NH3 (4)

이들 골 시멘트의 압축강도는 비교적 우수하였다. 그러

나 이때 용출된 암모니아 가스에 의해 세포조직이 파괴

될 위험성이 있어, 적합한 혼합용액 개발이 필요하다.

Kim 등
7,8)
은 유리와 인산암모늄 용액을 혼합한 경화체

로부터 수산화아파타이트 형성 메커니즘과 다양한 생체

활성유리를 개발하였고, 세포 파괴를 줄이는 인산계 혼합

용액을 소개한 바 있다. 또한 다양한 pH의 인산용액을 유

리분말과 혼합하면 경화체에 dicalcium phosphate dihydrate

(DCPD, CaHPO4 ·2H2O)가 생성되며 용액의 pH가 감소하

면 dicalcium phosphate anhydrous (DCPA, CaHPO4)도

생성 된다고 보고 하였다. 그리고 이들 석출물은 일정 시

간이 지나면서 수산화 아파타이트로 전환되었다. 

인산 칼슘계 골 시멘트와 유리계 골 시멘트에서 가장 큰

차이점은 수산화 아파타이트의 전환 시간이다.
9)

 인산 칼

슘계의 DCPD는 수화반응을 통해 수산화 아파타이트로 전

환되며 약 4개월의 기간이 필요한 반면,
10,11)

 생체유리는

표면활성이 높은 재료이므로 수산화 아파타이트 전환이

자발적이며 이 전환 시간이 6시간
8)
으로 단축된다는 것이다. 

이와 같이 선행 연구에서 다양한 혼합용액에 대한 결

정 생성과 골 시멘트의 응결특성 및 물성 변화를 보고한

바 있다. 그러나 결정상에 대한 전환 메커니즘에 대한 연

구가 부족하였다. 따라서 이번 연구에서는 조성이 다른

유리와 이를 결정화 시킨 결정화 유리에서의 DCPD 형성

과 DCPD의 수산화 아파타이트 전환 시간, 그리고 이들

의 전환 메커니즘 규명에 연구목적을 두고 있다.

2. 실험 방법

2.1. 골 시멘트의 제조 및 용액 반응 실험

본 연구에서는 Table 1에 나타낸 것과 같이 3종류의 유

리 (36P6G, 40P2G, 50P2G)와 이들을 950
o
C에서 4시간 열

처리 하여 얻은 결정화 유리(36P6C, 40P2C, 50P2C)를 골

시멘트 분말로 사용하였다. 36P6G는 40P2G에 SiO2 대신

P2O5를 4몰% 치환 첨가 한 조성이고, 50P2G는 40P2G에

CaO 대신 SiO2를 10몰% 치환 첨가한 조성이다. 유리를 제

조하기 위한 원료로는 1급 시약인 SiO2(Sigma: 99.998%),

CaCO3 (Sigma : 99.95%), H3PO4(Shinyo pure chemicals:

85.0%)를 사용하였다. 먼저 유리 분말을 얻기 위해 Table 1

의 유리조성을 50 g 기준으로 칭량하여 혼합한 후 전기로

에서 2시간 용융하였다. 유리의 균질도를 높이기 위하여

1차 용융 한 유리를 2차 용융하였다. 2차 용융이 끝난 유

리는 스테인리스 강판에 부어 급냉 하였고, 이를 알루미

나 유발에서 400 mesh 표준체를 통과하는 크기로 분쇄하

여 분말을 얻었다. 결정화 유리 분말은 38 µm 이하의 유

리 분말을 950
o
C에서 4시간 열처리하여 얻었고, 분쇄 및

체거름은 앞의 유리 분말과 동일한 방법으로 하였다. 

시멘트 혼합용액은 3몰의 인산용액(H3PO4)을 사용하였

고, 유리 또는 결정화 유리 분말과 용액의 비는 1 g/ml로

하였으며, 혼합 한 후 주사기형 몰드(직경=6 mm)에 채워

경화체를 제조하였다. 이때 진공 펌프를 이용하여 성형체

내의 거대 기공을 제거하였다.

본 실험에서 수산화아파타이트의 형성 과정은 시편을

유사생체용액 (simulated body fluid : SBF)과 무기물 이온

이 첨가되지 않은 0.2몰의 Tris 완충용액 (Tris-buffered

solution : TBS)에 반응시켜 관찰하였다. SBF 및 TBS 용액

의 제조 방법은 이전 논문에 자세히 설명되어있다.
12)

 이

때 시편의 표면적 대 용액의 부피비는 0.1 cm
-1
로, 반응용

액의 pH는 7.3으로, 그리고 반응온도는 37
o
C에서 반응실

험을 수행하였다.

2.2. 반응용액의 이온농도 및 pH 측정

시멘트 경화체로부터 유사 생체용액으로 용출된 Ca
2+

이온 농도변화는 원자흡수 분광분석기 (Thermo Jarrell Ash

Corporation, AA-Scan1)를 이용하여 측정하였다. 그리고

P
5+ 
이온농도는 자외선/가시광선 분광분석기 (Shimadzu,

UV-2401PC)를 이용하여 Murphy와 Riley의 방법
8)
으로 측

정하였다. 즉, 1000 ppm의 표준용액을 희석하여 검량선을

작성하였고, ascrorbic acid로 환원시켜 발색시킨 후 파장

885 nm에서의 흡광도를 측정하여 농도로 환산하였다. 

반응용액의 pH는 pH Meter (model 720, Thermo Orion)

로 측정하였다.

2.3. 박막 X-선 회절분석 

열처리 과정에서 생성된 결정상과 유사생체 용액과 반

응 전·후 시편에 생성된 결정상을 관찰하기 위하여 경화

체를 분말로 분쇄한 뒤 X-선 회절분석을 수행하였다. 이

때 사용된 X-선 회절분석기로는 Rigaku사의 D/MAX-2500

을 사용하였으며 가속전압 40 kV, Cu target, scan speed :

8.0
o
/min, step size : 0.02, 2θ : 5~60

o
의 조건에서 측정하였다.

Table 1. Glass Compositions and Crystalline Phases in Corresponding

Glass Ceramics

sample name
composition (mol%)

SiO2 CaO P2O5

36P6G 35.8 58.2 6.0

40P2G 39.7 58.2 2.1

50P2G 49.8 48.1 2.1

36P6C  crystalline phase: Apatite

40P2C  crystalline phase: α-wollastonite

50P2C  crystalline phase: α-and β-wollastoni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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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미세구조 및 성분분석

혼합 직후와 유사생체용액과 반응 한 시편의 미세구조

의 변화를 분석하기 위하여 주사전자 현미경으로 파괴 단

면을 관찰하였다. 시편의 표면은 Au로 5분간 코팅하였으

며, Hitachi사의 X-4200 주사전자 현미경을 사용하였다.

 

3. 결과 및 고찰
 

3.1. 유리 골 시멘트에서 수산화 아파타이트 형성

SiO2-P2O5-CaO계 유리에서 Table 1에 나타낸 것처럼

P2O5와 CaO 함량을 달리한 3종류의 유리 36P6G, 40P2G,

50P2G를 만들고, 이들을 분쇄하여 38 µm 이하의 유리 분

말을 얻었다. 그리고 이들 유리 분말과 3 몰농도 인산용

액을 혼합하여 제조한 골 시멘트의 경화체와 이를 유사

생체용액 (SBF)에 반응시킨 후의 경화체에 대한 분말 X-

선 회절분석 결과를 Fig. 1에 나타내었다.

Fig. 1(a)에서처럼 세 유리 모두에서 인산용액과 혼합 직

후 경화체에서는 DCPD (dicalcium phosphate dihydrate:

CaHPO4 ·2H2O) 결정상이 형성되었고, 이들을 유사생체용

액에 반응 시키면 Fig. 1(b)에서처럼 36P6G와 40P2G 유리

에서는 각각 6시간, 9시간 이내에 DCPD 결정상이 완전히

수산화 아파타이트 (HAp)로 전환된 반면 50P2G 유리에서

는 반응 9시간에서도 상당량의 DCPD가 HAp와 함께 공

존하고 있었다. 그러나 50P2G 유리에서도 반응시간을 24

시간으로 연장했을 때는 잔존하던 DCPD가 모두 수산화

아파타이트로 전환되었다. 세 가지 유리에 대한 DCPD의

HAp 전환 시간을 비교해 보면 36P6G가 6시간, 40P2G가

9시간, 50P2G가 24시간 이내에 완전히 완료되었다.

유리 골 시멘트에서 DCPD가 수산화 아파타이트 전환

되는 속도는 유리로부터 용출되는 Ca
2+

 이온의 속도에 의

존하게 되는데, Ca
2+

 이온의 용출속도는 기저(matrix) 유

리의 화학적 내구성과 연관 지어 생각 할 수 있다. 즉,

36P6G 조성은 3가지 유리 중 SiO2 함량 (36몰%)이 가장

적게 들어있고, P2O5가 6몰% (13.6 wt%)로 가장 많이 들

어있다. SiO2는 유리 구조에서 형성체(former)역할을 하고

그 함량이 적을수록 구조적으로 약해져 화학적 내구성이

떨어진다. 또한 알칼리토류 규산염유리에 P2O5가 10 wt%

이상 첨가되면 [PO4] monomer가 인산염 집합체로 형성될

가능성
13)
이 높기 때문에 화학적 내구성은 더욱 약할 것

으로 사료 된다. 따라서 36P6G 유리가 세 유리 조성 중

Ca
2+

 이온의 용출속도가 가장 빠르고, 이로써 DCPD에서

HAp로 전환이 가장 빠르게 진행된 것으로 생각한다.

40P2G 유리는 36P6G에 CaO를 고정하고 P2O5 대신 SiO2

를 4몰% 치환 첨가한 조성이다. 따라서 [PO4] monomer

가 줄고, [PO4]사면체가 망목수식 양이온과 결합하면서 화

학적 내구성이 향상되었을 것이다.
13)

 그러나 SiO2 함량이

50몰% 이하인 invert 유리이기 때문에 SiO2가 50몰% 들

어있는 50P2G 유리 (P2O5를 고정하고 CaO 대신에 SiO2

를 10몰% 치환 첨가한 조성)보다 화학적 내구성이 낮은

것으로 예측한다. 따라서 이들의 화학적 내구성은 36P6G

< 40P2G < 50P2G 순으로 강할 것이고, DCPD에서 HAp의

전환은 36P6G > 40P2G > 50P2G 순으로 빠르게 일어났다. 

Fig. 1. XRD patterns for hardened glass bone cement: (a) just

after mixing with phosphate solution and (b) after

reacting in SBF for 6 h, 9 h and 24 h.

Fig. 2. XRD patterns for CaOP2O5SiO2 glass-ceramics heat-

treated at 950
o
C for 4 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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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결정화 유리 골 시멘트에서 수산화 아파타이트 형성

결정화 유리 36P6C, 40P2C, 50P2C는 각각 36P6G,

40P2G, 50P2G 유리를 분말 상태로 950
o
C에서 4시간동안

열처리 하여 제조한 것이다. 이들의 X-선 회절분석 결과

Fig. 2와 같이 36P6C는 아파타이트 (Ca10(PO4)6O; Oxyapatite)

결정상을, 40P2C는 α-wollastonite (CaO·SiO2)결정상을,

50P2C는 α-wollastonite와 β-wollastonite가 공존하는 석출

결정상을 함유하고 있었다.

3가지 결정화 유리 (36P6C, 40P2C, 50P2C)분말을 3몰

인산용액과 혼합하여 골 시멘트를 제조하고, 이 경화체를

유사생체용액에 반응시킨 후의 분말 X-선 회절분석 결과

를 Fig. 3에 나타내었다. 

Fig. 3(a)는 36P6C 결정화 유리 분말을 인산용액과 혼

합한 직후와 이들 경화체를 유사 생체용액에서 반응시킨

후의 분말 X-선 회절분석 결과이다. 혼합 직후 DCPD가

생성되었고 모 결정 (oxyapatite)도 함께 관찰되었다. 그리

고 이 시편을 유사 생체용액에 반응 시키면 1개월까지도

DCPD 결정상과 모 결정만 보였고, HAp로의 전환은 관

찰되지 않았다. 그러나 모 결정이 α-wollastonite인 40P2C

에서는 Fig. 3(b)와 같이 혼합 직후에 생성된 DCPD가 유

사 생체용액과의 반응 24시간 이내에 모두 HAp로 전환

이 되었고 반응 전과 후에 모 결정도 함께 관찰되었다.

그리고 α-와 β-wollastonite를 함께 함유한 50P2C 결정화

유리에서도 Fig. 3(c)와 같이 혼합 직후에 생성된 DCPD

상이 유사 생체용액과의 반응 24시간에 HAp로의 전환이

진행되면서 40P2C보다 하루 늦은 48시간에 완료 되었다.

이들 3 가지 결정화 유리의 DCPD에서 HAp로의 전환시

간을 비교해 보면, 40P2C (α-wollastonite 결정상)가 24시

간, 50P2C (α+β-wollastonite 결정상)가 48시간이 걸렸고,

36P6C (oxyapatite)에서는 1개월까지도 HAp로의 전환이

관찰되지 않았다.

DCPD가 수산화 아파타이트로 전환되는 시간이 40P2C

가 50P2C보다 빠른 것은 Ca
2+
이온의 공급원인 모 결정

(wollastonite:CaO·SiO2)들의 용해도와 관련이 있다고 생각

한다. 일반적으로 α-wollastonite 결정상이 β-wollastonite

결정상보다 유사생체용액에서 잘 녹는 것으로 알려져 있

다.
12)

 따라서 α-wollastonite 결정상만 갖고 있는 40P2C에

서 α-wollastonite 결정상과 β-wollastonite 결정상을 함께

포함 하고 있는 50P2C에서 보다 Ca
2+ 
이온 공급이 용이

하리라 생각된다. 그리고 36P6C에서 DCPD가 HAp로 전

환되지 못한 것은 모 결정인 아파타이트 상이 유사생체

용액에 대해 매우 안정하기 때문이다.
7,13)

 따라서 36P6C

결정화 유리에서는 Ca
2+ 
이온이 DCPD로 공급 될 수 없

어서 HAp로 전환이 어려웠던 것으로 사료된다. 

36P6C, 40P2C, 50P2C 시편에 대한 주사전자현미경 측

정 결과를 Fig. 4에 나타내었다. 인산용액과의 혼합 직후

의 경화체에서는 (Fig. 4(a)) 세 결정화 유리 조성 모두 주

상이나 판상형의 DCPD가 관찰되었고, 특히 36P6C보다

40P2C와 50P2C에서 DCPD 결정 성장이 더 진행된 것으

로 보인다. 이것은 36P6C의 아파타이트 모 결정상이 혼

합 용액인 인산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 화학적 안정성을

갖고 있음을 의미한다. 

Fig. 4(b)는 이들을 유사생체용액에서 24시간 반응 후

파단면을 관찰한 것이다. 40P2C와 50P2C에서는 침상형

의 수산화 아파타이트가 관찰되는 반면, 36P6C에서는 주

상형의 DCPD가 그대로 관찰되었다. 그리고 침상의 결정

Fig. 3. XRD patterns for hardened glass-ceramic bone cement: (a) 36P6C, (b) 40P2C, and (c) 50P2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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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기는 40P2C에서 50P2C에서 보다 더 크게 나타났다. 이

것은 40P2C에서 수산화 아파타이트 형성이 더 빨리 시작

되어 더 크게 성장한 것으로 보여 진다. 이는 Fig. 3의 X-

선 회절분석 결과와도 일치한다. 즉, 50P2C에서는 수산화

아파타이트가 보다 적게 형성되었기 때문에 결정 피크의

세기도 약했고, 그 아래에 있는 DCPD와 모 결정들이 함

께 검출된 것으로 생각한다.

3.3. 반응 용액에 따른 수산화 아파타이트 형성

다음은 반응용액에 따른 골 시멘트의 수산화 아파타이

트 형성을 관찰하기 위해 SBF 대신 TBS 용액을 사용하였

다. TBS 용액은 0.2몰의 trishydroxymethyl aminomethane용

액을 먼저 제조한 후 0.1N HCl 용액으로 pH를 7.3으로

맞춘 용액으로, SBF와의 차이점은 용액 중 다양한 무기

이온 (Ca
2+

, HPO4
2-

 등)이 함유되어 있지 않은 것이다.

유리와 결정화 유리 골 시멘트를 TBS 용액에서 반응시

킨 후 그들의 분말 X-선 회절 분석 결과를 Fig. 5에 나타

내었다. 먼저 유리 골 시멘트를 TBS에서 9시간 반응 시킨

경우 (Fig. 5(a)) 36P6G와 40P2G에서는 DCPD가 수산화

아파타이트로 완전히 전환되었고, 50P2G에서는 DCPD가

HAp와 함께 공존하고 있었다. Fig. 1(b)의 SBF에서 반응

시킨 경우와 비교해 보면 이들이 DCPD에서 HAp로 전환

하는데 걸린 시간이 36P6G>40P2G>50P2G 순서로 동일하

였지만, TBS에서 석출된 수산화 아파타이트의 피크의 세

기가 더 강하게 나타났고, 50P2G의 DCPD 세기가 상대적

으로 약하게 관찰되었다. 이는 TBS에서 DCPD의 HAp로

의 전환이 SBF에서보다 빠르게 진행되었음을 의미한다. 

결정화 유리 골 시멘트를 TBS에서 24시간 반응 시킨

경우 (Fig. 5(b))에서도 이들의 DCPD에서 HAp로의 전환

양상은 Fig. 3(b)의 SBF에서와 유사하다. 그러나 전환 시

간을 비교해 보면 앞의 유리 골 시멘트 결과와 동일하게

TBS에서 더 빠르게 진행되었다. 그리고 주목할 점은

wollastonite(CaO·SiO2)의 경우 SBF 용액과의 반응에서는

용액중의 HPO4
2-

 이온이 모 결정으로부터 용출된 Ca
2+ 
이

온과 함께 HAp로 재석출 되지만, TBS 용액중에는 HPO4
2-

이온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HAp가 생성된 점이다. 따라서

DCPD에서 HAp의 전환에 공급되는 HPO4
2-

 이온은 DCPD

로부터 용출되었을 가능성이 높다. 이에 대한 자세한 전

Fig. 4. SEM images for hardened glass-ceramic bone cement : (a) just after mixing with phosphate solution and (b) after reacting in

SBF for 24 h.

Fig. 5. XRD patterns for hardened bone cement after reacted in

TBS: (a) glass bone cement reacted for 9 h and (b)

glass-ceramic bone cement reacted for 24 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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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 메커니즘은 다음 절에서 다루었다.

Grover
14)
에 의하면 DCPD는 2단계의 용해(dissolution)와

재석출(re-precipitation) 과정을 통해 HAp로 전환된다고 한

다. 그리고 반응용액의 Ca
2+ 
이온이 적을수록 DCPD의 용

출 속도가 빠르고, 과포화(supersaturated) 상태에 일찍 도

달하기 때문에 HAp로의 전환이 빠르게 진행된다고 하였

다. 반응 용액 내에 약 50~90 ppm의 Ca
2+ 
이온이 함유되

어 있으면 DCPD의 용출정도는 2~4%까지 감소 할 수 있

다는 연구결과도 내 놓았다.
15)

 

따라서 SBF 안에는 약 100 ppm의 Ca
2+ 
이온이 있고,

TBS에는 Ca
2+ 
이온이 없기 때문에 이것이 DCPD의 용해

및 모유리(모결정)에서의 Ca
2+ 
이온 용출속도 차이를 가

져왔을 가능성이 높다. 

3.4. DCPD에서 수산화 아파타이트로의 전환 메커니즘

기존 인산칼슘 시멘트에서 DCPD의 분해와 HAp로의

석출 반응식
16)
은 아래와 같다.

10CaHPO4 ·2H2O→ Ca10(PO4)6(OH)2+

18H2O+12H
+
+4PO4

3-
(5)

그러나 이러한 DCPD의 분해에 의한 HAp 전환은 중성

의 in-vitro 또는 in-vivo에서 발생하기 어렵다. 왜냐하면

DCPD는 pH>4.5에서 용해도가 크기 때문에 분해속도가

HAp로 전환 속도보다 빠르기 때문이다.
7,18)

 그러나 본 연

구의 CaO-P2O5-SiO2계 유리 및 결정화 유리 골 시멘트에

서는 DCPD가 HAp로 전환이 쉽게 일어났다. 이들의 전

환 메커니즘을 알아보기 위해 반응용액의 농도 및 pH 변

화를 관찰하였다. 

Fig. 6(a)에 시멘트 경화체로부터 유사생체용액으로 용

출된 Ca
2+ 
이온농도의 변화를 나타내었다. 36P6C를 제외

하고는 결정화 유리 골 시멘트 (40P2C, 50P2C)에서 유리

골 시멘트 (36P6G, 40P2G, 50P2G)에서 보다 많은 양의

Ca
2+ 
이온이 용출되었다. 이는 유리에서 확산에 의해 용

출되는 Ca
2+
보다 α-wollastonite가 녹아나면서 용출되는

Ca
2+ 
이온 양이 많음을 의미한다. 그리고 α-wollastonite 결

정상만이 있는 40P2C가 α와 β-wollastonite 결정상을 함

께 갖고 있는 50P2C보다 Ca
2+ 
이온의 용출이 많았다.

이들 Ca
2+ 
이온이 DCPD와 반응하여 수산화아파타이트

를 형성하게 되면 Ca
2+ 
이온이 줄어들게 되는데 그 줄어

드는 시점은 유리 골 시멘트에서 더 빠른 것으로 보아 이

결과는 DCPD가 수산화 아파타이트로 전환하는 시간 결

과와 일치함을 알 수 있다.

유리 또는 결정화 유리가 인산과 반응해서 DCPD를 생성

하는 반응식은 CaO (glass or glass-ceramics) + H3PO4(sol) +

H2O→ CaHPO4 ·2H2O로 나타낼 수 있다. 그러나 Fig. 6(a)

에서 초기에 Ca
2+

 농도가 급격히 증가하는 현상은 반응

중에 과잉의 Ca 이온이 용액 중으로 용출되었기 때문으

로 본 연구에서는 아래의 반응식 (식(6))이 더 적합할 것

으로 생각한다. 

 
2CaO (glass or glass-ceramics) + H3PO4(sol) + H2O

→ CaHPO4 ·2H2O+Ca
2+

(sol)+2OH
-
(sol) (6)

DCPD가 가수 분해 되면서 HAp로 전환하는 반응식은

식(5)에 나타내었다. 본 연구의 골 시멘트 시스템에서는

Fig. 6. Ca
2+

 and P
5+

 ion concentrations in reacted SBF with reaction times for hardened cem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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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 유리 또는 모 결정으로부터 Ca
2+

 이온이 공급되기 때

문에 이 Ca
2+ 
이온이 식 (5)의 반응물인 인산과 반응하여

식 (7)과 같이 HAp를 생성하는 것이다.

10Ca
2+

(glass(sol))+20OH
-
(sol) + 18H

+
(sol) + 6PO4

3-
(sol)

→ Ca10(PO4)6(OH)2+18H2O (7)

이를 통해 기존의 brushite 시멘트에서는 DCPD가 HAp

로 전환이 어려웠지만, 본 연구의 유리 골 시멘트에서는

그들의 전환이 가능한 이유를 설명할 수 있다.

반면, 36P6C의 경우 초기부터 Ca의 농도가 감소하는데

이는 용출된 Ca 이온이 HAp 형성에 참여하는 것이 아니라

DCPD 생성에 작용하기 때문이라 사료된다. 즉 DCPD의 분

해로 인해 생성된 Ca
2+ 
이온이 식(5)의 인산과 반응해서

Ca
2+

(DCPD(sol)) + OH
-
(sol) + H3PO4(sol)→ CaHPO4·2H2O로

작용하였기 때문이다. 그리고 함께 용출된 P 이온은 결정

석출에 참여하지 못하고 용액 중에 그대로 남게 될 것으

로 예상된다. SBF 용액 중에 P 이온의 농도를 측정한 결

과 (Fig. 6(b)) 36P6C에서만 P의 농도가 계속해서 증가하

고 있었고, 나머지 시편들에서는 P농도가 반응시간에 따

라 감소하고 있다. 이는 DCPD에서 HAp로 전환할 때 단

순히 DCPD에 Ca를 과잉 공급하여 HAp를 형성하는 것

이 아니라 DCPD가 녹아나고 시멘트로부터 Ca를 공급받

고 SBF 용액으로부터 Ca, P를 공급받아 HAp가 새롭게

형성된 것이라 생각한다.

골 시멘트들을 유사생체용액과 반응시킨 후 반응 용액

에 대한 pH를 측정하여 Fig. 7에 나타내었다. 36P6C를 제

외하고 결정화 유리에서의 pH가 유리에서보다 높게 나타

났다. 이것은 반응초기에 DCPD에서 HAp로 전환이 완료

된 유리에서는 Ca 이온이 식(6)와 (7)를 거치면서 소비가

된 반면, 결정화 유리에서는 HAp로의 전환이 늦게 이뤄

지면서 모 결정으로부터 Ca 이온이 용액 중으로 흘러나

와 용액을 알칼리화 하기 때문이다. 그리고 결정화 유리

중 36P6C에서만 pH가 낮아지고 있는데 이것은 이 결정

화 유리가 결정상으로 용액에 대하여 안정한 oxyapatite로

되어있어 모 결정으로부터 Ca가 용출되지 못하고 DCPD

자체적인 분해 작용으로 식(5)과 같이 산성 물질이 생성

되기 때문이다. 

4. 결 론

CaO-SiO2-P2O5계 유리와 이를 열처리하여 얻은 결정화

유리 골 시멘트연구 결과 다음과 같은 결론을 도출하였다.

1.유리나 결정화 유리 분말을 인산과 반응 하였을 때

DCPD가 형성되면서 경화 하였으며, 이를 유사 생체용액

과 반응 하였을 때 DCPD는 수산화 아파타이트로 전환하

였다. 

2.유리 골 시멘트에서는 P2O5양이 많고 SiO2가 적은 유

리에서 보다 많은 Ca
2+

 이온이 용출되어 DCPD로부터

HAp로의 전환이 빨랐다. 

3. α-wollastonite 결정화 유리 골시멘트가 α-와 β-wolla-

stonite가 섞여있는 골 시멘트보다 수산화 아파타이트 형

성 시간이 빨랐고, apatite 결정화 유리 골시멘트는 DCPD

가 반응 1개월까지 HAp로 전환하지 않았다. 

4. DCPD에서 수산화 아파타이트로의 빠른 전환은 DCPD

의 재석출과 함께 모유리와 모결정으로부터 Ca
2+ 
이온이

공급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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