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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Porous calcium phosphates were successfully fabricated by using a cuttlefish bone. The cuttlefish bone, which is composed of CaCO3,
showed a special porous microstructure containing uniform-sized voids. In this study, the pre-forms infiltrated distilled phosphoric acid
were sintered at 1200

o
C in an air atmosphere. The porous microstructure of the pre-forms was kept their original pattern after sintering

with a synthesis of calcium phosphate. The obtained porous calcium phosphate, sintered at 1200
o
C for 3 h at 17% concentration of

phosphoric acid, showed uniform open pores of 150 µm in size and β-TCP phase in the XRD patterns. Above 16% concentration, CaO
phase, derived from the decomposition of CaCO3, decreased gradually in the sintered samples, and the measured Ca/P ratios of the
samples prepared from 16% and 18% concentration were 1.67 and 1.43, which are close to stoichiometric HA (1.66) and β-TCP (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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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최근 세라믹스를 이용하여 강도와 탄성률이 생체 뼈와

유사하고, 물성이 장시간 동안 변하지 않으며, 생체친화

성이 우수하며, 생체 뼈와 직접 결합하는 재료로 사용하

기 위한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어지고 있다.
1-5)

 이러한 생

체재료 중에 tricalcium phosphate (Ca3(PO4)2, 이하 TCP

로 약함)와 hydroxyapatite (Ca10(PO4)6(OH)2, 이하 HP로

약함)는 물성이나 생체친화성에 있어서 생체 뼈와 유사하

여 생체 재료로 매우 유용하게 사용되고 있다.
6-9)

 

β-TCP와 HP와 같은 인산칼슘의 합성법에는 원료분말

을 고온에서 고상반응 시키는 건식법과 실온에서 수용액

반응에 의한 습식법 등이 있으며, 어느 방법에 있어서나

CaO 등과 같은 제 2상이 나오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

하다.
10-12)

 이러한 분말의 합성공정에 있어서 화학원료를

사용하여 제조된 인산칼슘 분말은 일정한 크기의 연속적

인 기공을 포함하는 다공성 성형체로 제조되어, 원하는

강도와 기공크기의 조절 등을 통하여 인체와 관련된 여

러 방면에 응용하고 있다.
13-15)

최근에는 조개껍질이나 달걀껍질 등의 자연물을 이용

한 인산칼슘 합성 및 다공성 제조에 대한 연구가 진행되

고 있으며,
17-19)

 자연물에서 오는 생체친화적인 이점을 부

각시켜 활용범위를 넓혀가고 있다. 이러한 자연물은 대부

분의 자연물이 탄산칼슘으로 이루어져 있다는 것을 이용

하여 뼈의 성분인 칼슘 성분으로 활용되고 있으며, 이러

한 연구 중의 하나로 갑오징어 뼈를 사용하여 인산칼슘

분말을 합성하는 연구가 진행 되었다.
20)

본 실험에서는 이러한 갑오징어 뼈의 매우 특이한 미세구

조를 이용하여, 생체 친화적인 인산칼슘 다공체의 제조공정

에 대하여 연구하였다. 인산칼슘 다공체의 제조를 위한 분

말의 합성 및 다공체 성형 및 소결의 일련의 공정을, 특이

한 다공체 구조를 보이는 갑오징어 뼈를 활용하여 단 한번

의 공정으로 간단히 제조하는 방법을 연구하였다. 이러한 제

조공정을 위하여 인산을 다공체에 침투시켜 실험하였으며,

결정상 및 미세구조 분석 등을 통하여 인산의 혼합량, 열처

리 조건 등의 공정변수에 대한 다공체 특성을 고찰하였다.

2. 실험방법

2.1. 다공체 제조

하소를 거치지 않은 갑오징어 뼈를, 데시케이터 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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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비된 인산 (H3PO4, reagent grade, Duksan Pure Chemical

Co., Ltd. Ansan, Korea)과 이소프로필 알코올의 혼합액에

담근 후, 데시케이터를 약 10분간 진공상태로 유지하였다.

이 때 인산과 이소프로필 알코올의 혼합비는 예비실험 결

과에 의하여, 인산칼슘이 합성되며 다공체 조직이 크게

변형되지 않는 범위로서, 인산의 농도를 12%~20%까지

변화시켰다. 다공성의 갑오징어 뼈 내부로 희석된 인산용

액이 침투되어 들어가고, 이 후 용액 내에 가라 앉은 갑

오징어 뼈를 건조기에서 24시간 동안 건조시켰다. 건조된

갑오징어 뼈는 공기분위기에서 분당 4
o
C/min의 승온속도

로 1200
o
C까지 열처리 하였다. 비교실험을 위하여 건조된

갑오징어 뼈를 온도 별로 공기 중에서 하소하여, 상변화

거동을 살펴보았다.

2.2. 특성분석 

농도 별로 인산을 침투시킨 갑오징어 뼈의 열처리에 따

른 결정상 분석을 위하여 X-ray diffractometer (Rigaku D/

MAX 2200, Japan)를 사용하였으며, CuK
α
 특성 X선 파장

을 이용하여 40 kV, 30 mA의 조건하에서 분석을 실시하였

다. 갑오징어 뼈의 하소 전·후의 미세구조와 합성된 인산

칼슘 다공체의 미세구조 분석은 주사 전자 현미경(S-3500N,

Hitachi, Japan)을 사용하여 Au-Pd sputter로 코팅한 후 관찰

하였다. 열처리 된 다공체의 각 인산농도에 따른 Ca/P ratio

는 ICP AES (spectroflame EOF, spectro analysis Inc.,

USA)를 이용하여 화학분석에 의해 측정하였다. 

3. 결과 및 고찰

갑오징어 뼈의 미세구조를 하소 전과 후로 나누어 Figs.

1과 2에 나타내었다. 하소 전의 갑오징어 뼈 (Fig. 1)는 매

우 특이한 다공성의 미세구조를 보였다. 규칙적인 층상구

조에 직각방향으로 수 많은 기둥들이 나열되어 있는 비

교적 규칙적인 다공성 구조로 높이 200 µm, 폭 50 µm의

반복되는 기공이 층을 이루며 형성되어 있는 구조를 보

였다. 작은 기둥의 확대 사진 (Fig. 1(b))에서는 줄무늬의

형태가 반복되는 매우 치밀한 미세구조를 관찰할 수 있

었다. 그러나 800
o
C에서 하소 된 갑 오징어 뼈의 경우는

(Fig. 2) 특이한 다공성의 미세구조가 무너지고, 부드러운

분말의 응집체 형태를 나타내었다. 

갑오징어 뼈의 하소에 의한 결정상의 변화를 Fig. 3에

나타내었다. 하소 전의 갑오징어 뼈의 경우는 CaCO3의

피크가 관찰되었다. CaCO3 결정상은 하소 시, 700
o
C까지

관찰되었으며, 800
o
C 이후로는 CaO 피크만이 관찰되었고,

그 이상의 온도에서도 CaO 피크만이 관찰됨을 확인하였

다. 즉 갑오징어 뼈는 인산칼슘 합성에 주요한 칼슘 성분

을 보유하고 있으면서 고유의 특이한 다공성 구조를 보

이고 있어, 재료의 미세구조를 그대로 활용하여 인산칼슘

다공체의 제조에 활용 가능한 자연 재료임을 알 수 있었

다. 하소 후 층상의 다공성 구조가 파괴되는 것은, CaCO3

의 분해에 의한 것으로 판단된다. 

Fig. 1. SEM micrographs of (a) overall raw cuttlefish bone and

(b) surface of a pillar. 

Fig. 2. SEM micrograph of cuttlefish bone calcined at 800
o

C

for 1 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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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산의 농도에 따른 다공체의 인산칼슘 합성 거동을

Fig. 4에 나타내었다. 인산칼슘의 합성을 위해, 인의 원료

로 인산을 사용하여 이를 이소프로필 알코올을 사용하여

희석함으로써 갑오징어 뼈 내부로 침투되는 인산의 함량

을 조절하였다. 실험 중 건조과정 등에서 일어나는 인산

의 증발 및 여러 변수로 말미암아 칼슘과 인의 혼합비율

을 이론적으로 계산 할 수 없으므로, 인산의 농도를 변화

시켜 가며 실험을 실시하였다. 또한 합성을 위한 고온의

열처리 하에서도 고유의 갑오징어 뼈 미세구조를 유지시

키기 위하여, CaCO3의 분해온도인 700
o
C에서 6시간 유지

한 후, 일반적인 인산칼슘 합성온도인 1200
o
C에서 1시간

동안 열처리 하였다.
18)

 XRD 결과에서 보듯이, 12% 농도

의 경우 CaO 결정상과 HA 및 β-TCP가 관찰되었다. 이

후 농도가 증가함에 따라 CaO의 피크는 점차로 줄어들

며 β-TCP의 피크가 증가되었다. 18%에서는 CaO 피크가

거의 보이지 않는 인산칼슘 결정상을 얻을 수 있었으며,

20%에서는 β-TCP 피크만이 관찰되었다. 그러나, CaO 피

크가 거의 관찰되지 않는 20%의 경우는, 인산의 과다첨

가에 의하여 다공체 모서리 부분의 용융이 일어나 다공

체 형태에 변형이 발생하였다.

이와 같은 합성거동을 바탕으로, CaO가 존재하지 않는

인산칼슘만으로 이루어진 다공체 제조를 위하여, 인산농

도 17%에서도 실험을 실시하였다. 1200
o
C, 17% 인산농

도 하에서 열처리 유지시간에 따른 결정상 변화를 Fig. 5

에 나타내었다. 1200
o
C에서 유지시간을 변화시킨 경우, 3

시간 유지 시에 CaO 결정상이 존재하지 않는 β-TCP 상

이 관찰되었다. 또한 시편의 용융도 전혀 관찰되지 않았

다. 이것은 다공체 내에서의 반응이 인산의 농도뿐만 아

니라 고온에서의 유지시간에도 영향을 받는다는 것을 확

인할 수 있었으며, 열처리 온도에 따른 영향은 예비실험

에 의하여 1100
o
C에서 1300

o
C까지 실시하였으나, 합성과

다공체 유지에 가장 양호한 결과를 보인 1200
o
C에서 열

처리 한 결과에 초점을 맞추어 실험하였다. 유지시간의

경우도, 예비실험에 의하여 각 온도에서 실시하였으며,

18% 농도에서는 2시간 이상의 유지 시에 다공체의 용융

이 관찰되었고, 16%의 경우는 3시간 유지 후에도 미소한

Fig. 3. XRD patterns of calcined cuttlefish bone at (a) 600
o

C,

(b) 700
o

C, (c) 800
o

C, (d) 900
o

C, and (e) 1000
o

C for 1 h.

Fig. 4. XRD patterns of heated (1200
o

C for 1 h) porous

cuttlefish bone infiltrated phosphoric acid at each

concentration.

Fig. 5. XRD patterns of porous cuttlefish bone infiltrated 17%

concentration-phosphoric acid, heated at 1200
o

C for 1 h

~ 3 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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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O 피크가 관찰되었다.

17% 농도에서 3시간 유지하여 제조된 인산칼슘 다공체

의 경우, 성형체의 용융현상 없이 처음의 형태을 유지하

였으며, 그 미세구조를 Fig. 6에 나타내었다. 전체적인 미

세구조를 볼 때, 하소 전 갑오징어 뼈의 미세구조 패턴을

양호하게 유지하고 있었으며, 반응에 의하여 각 층간 기

둥의 두께가 좀 더 증가되었음을 관찰 할 수 있었다. 기

공의 크기는 높이에는 변화가 없으나 폭이 더욱 증가되

어 약 100 µm의 크기를 나타내었다. 따라서 약 150 µm

크기의 열린 기공을 갖는 인산칼슘 다공체가 제조 되었

으며, 이것은 생체재료로 사용되는 기존의 다공성 인산칼

슘의 기공크기를 만족하는 크기라 볼 수 있다. 성형체의

용융이 발생하지 않는 샘플에서, CaO가 소량 존재하는

또 다른 열처리 및 농도 하에서의 샘플들도 이와 비슷한

미세구조가 관찰되었다. Fig. 6에서 보듯이 인산칼슘으로

합성된 다공체의 표면은 하소 전 갑오징어 뼈의 미세구

조 (Fig. 1(b))와는 달리 부분적으로 소결이 일어나 치밀

한 미세구조를 보이는 부분을 관찰할 수 있었으며, 이와

함께 소량의 기공이 혼재하는 미세구조를 보였다.

인산 농도에 따른 Ca/P ratio를 Table 1에 나타내었다.

본 실험에서는 인산의 침투 후 열처리 전 다공체의 Ca/P

ratio와 합성 후의 Ca/P ratio가 차이를 보이게 되는데, 이

것은 건조공정 시 발생하는 인산의 증발과 열처리 공정

시 CaCO3의 분해에 의한 무게변화에 기인한다고 생각된

다. 따라서 합성 후의 Ca/P ratio를 화학분석을 통해 측정

하여, 인산의 농도에 따른 열처리 후 최종적으로 얻어지

는 Ca/P ratio를 측정함으로써 화학양론 조성에 맞는 HA

와 β-TCP 분말의 합성여부를 고찰하였다. 인산의 농도가

12%에서 20%로 변화됨에 따라 Ca/P ratio는 2.31에서

1.22로 측정되었다. 화학양론적인 HA와 β-TCP의 Ca/P

ratio가 각각 1.66과 1.50인 것을 감안할 때,
21)

 16%와 18%

인산농도 범위에서 인산칼슘이 합성될 가능성이 가장 높

다고 볼 수 있으며, 실제 XRD 결과 (Figs. 4 and 5)에서

도 16% 이상에서 CaO 피크가 감소되며, 인산칼슘 합성

이 증가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본 연구에서 얻어진

HA와 β-TCP는 넓은 범위의 Ca/P ratio에서 연속적으로

합성되었고, 16% 인산농도의 경우 Ca/P ratio가 1.67을 보

여 1.66인 HA의 화학양론 조성에 가까우나, 실제 XRD

결과에서는 β-TCP가 주 피크로 관찰되는 결과를 보였다.

4. 결 론

갑오징어 뼈의 독특한 미세구조를 활용하여 다공성의

인산칼슘을 제조하였다. 희석된 인산용액을 석회석 성분

의 갑오징어 뼈의 다공체 내로 침투시켜 열처리함으로써

Fig. 6. SEM micrographs of porous cuttlefish bone infiltrated

17% concentration-phosphoric acid, heated at 1200
o

C

for 3 h.

Table 1. Ca/P Ratios at Each Phosphoric Acid Concentration

Concentration (%) Ca/P Ratio

12 2.31

14 2.03

16 1.67

18 1.43 

20 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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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균 기공 150 µm의 균일한 형상의 인산칼슘 다공체를

제조할 수 있었으며, 인산의 농도와 열처리 유지 시간에

따라 다공체의 최종 결정상이 변화되었다. CaCO3의 분해

에 의한 갑오징어 뼈의 고유한 미세구조 파괴를 억제함

으로써 다공체의 유지가 가능하였으며, 17% 인산농도 하

에서 1200
o
C, 3시간 열처리함으로써 CaO가 존재하지 않

는 β-TCP 합성이 가능하였다. 실제적으로 합성된 다공체

의 Ca/P ratio에서도 화학양론적인 HA와 β-TCP에 근접하

는 분석결과를 얻었으며, 합성된 다공체의 미세조직도 충

분한 소결이 동반된 치밀한 구조를 나타내었다.

이 같은 자연재료의 고유한 미세구조를 이용한 다공성

의 인산칼슘 합성은 생체친화성 또한 뛰어날 것으로 예

상되며, 그 합성 공정이 단순하고 재 활용된 재료를 사용

함으로써 대량생산에 따른 이점을 충분히 부각시킬 수 있

을 것으로 판단되었다. 합성된 다공성 인산칼슘의 강도

및 생체친화성 테스트 등을 통하여, 인체 내 scaffold 적

용을 위한 연구가 향후 진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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