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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Hydroxyapatite (HAp) powders with different crystallinities were synthesized at various calcination temperatures

through the co-precipitation of Ca(OH)2 and H3PO4. The degradation behavior of these HAp powders with different

crystallinities was assessed in a simulated body fluid solution (SBF) for 8 weeks. Below 800oC, the powders were non-

stochiometric HAp, and the single HAp phase was successfully synthesized at 800oC. The degree of crystallinity of the HAp

powders increased with an increasing calcination temperature and varied in a range from 39.6% to 92.5%. In the low

crystallinity HAp powders, the Ca and P ion concentrations of the SBF solution increased with an increasing soaking time,

which indicated that the low crystallinity HAp degraded in the SBF solution. The mass of the HAp powders linearly decreased

with respect to the soaking time, and the mass loss was higher at lower crystallinities. The mass loss ranged from 0.8% to

13.2% after 8 weeks. The crystallinity of the HAp powders increased with an increasing soaking time up to 4 weeks and then

decreased because of HAp degradation. The pH of the SBF solution did not change much throughout the course of these

experiments. These results suggested that the crystallinity of HAp can be used to control the degrad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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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수산화아파타이트(hydroxyapatite; HAp, Ca10(PO4)6(OH)2)

와 삼인산칼슘(tricalcium phosphate; TCP, Ca3(PO4)2)과

같은 인산칼슘계 세라믹스는 인체의 뼈를 구성하는 무기

질 성분과 화학적, 결정학적으로 동일한 물질이며, 우수한

생체친화성(biocompatiblity) 및 골전도성(osteoconductivity)

을 지니고 있다.1-6) 이런 특성으로 인해 인체 내의 뼈에

이식하면 주변세포들과 잘 어울리고 접합부위에 뼈와 직

접적으로 빠른 화학적 결합을 이루어7,8) 의학, 치의학 분

야에서 임플란트 등으로 널리 이용되고 있다.1-5)

임플란트는 사용기간에 따라 인체 내에서 신체일부를

대신하는 영구 임플란트(permanent implant)와 손상된 부

분이 치료될 때까지 일시적으로 필요한 임시 임플란트

(transient implant)로 분류되는데, 생분해성 재료로 제조한

임시 임플란트는 치료가 끝난 후에 점차적으로 생분해되

어 체내에 흡수되기 때문에 제거 수술이 필요 없어 효과

적이다. 생분해성 세라믹스를 임시 임플란트의 재료로 사

용할 경우 인체 내에서 분해 흡수됨으로서 조직과 장기

적으로 이물질 반응이 없고, 2차 수술 위험성이나 비용 부

담이 없어 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된다.

생분해성 세라믹스의 분해 속도는 일반적으로 온도, pH,

결정화도, 친수성, 화학조성, 결정구조, 형상 등에 영향

을 받는다.7,9) 인산칼슘계 세라믹스 중 β-TCP은 대표적

인 생분해성 세라믹스이며,10) 결정성 HAp의 경우 분해

속도는 매우 느리지만 결정화도가 낮은 HAp 경우 분해

속도가 비교적 빠르다는 보고도 있다.7,11) 따라서 본 연

구에서는 Ca(OH)2와 H3PO4를 출발물질로 하고 하소온

도를 달리하여 결정성이 다른 HAp를 합성하였고, 합성

된 HAp를 의사체액(simulated body fluid; SBF)에 침적

시켜 침적시간에 따른 HAp의 결정성 및 SBF 용액의 이

온 농도 변화, 중량 및 pH 변화를 분석하였다.

2. 실험 방법

다양한 결정성의 HAp를 합성하기 위하여 수산화칼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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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OH)2, 95+%, Sigma-Aldrich) 인산(H3PO4, 85 wt.%

solution in water, Sigma-Aldrich)을 출발물질로 사용하

였다. 0.5 M Ca(OH)2 분말과 0.3 M의 H3PO4를 각각 60oC

의 이차이온 증류수에 첨가하여 10분 동안 교반하여 Ca

(OH)2 용액과 H3PO4 용액을 제조하였다. 제조된 Ca(OH)2

용액을 교반하면서 H3PO4 용액을 천천히 첨가하여 반응

을 시킨 후 상온에서 5시간동안 aging 하였다. 이때 Ca/

P 몰비는 1.67이며 반응식은 식 (1)과 같다.

10Ca(OH)2 + 6H3PO4→ Ca10(PO4)6(OH)2 + 18H2O (1)

용액으로부터 침전물을 분리하고 이차이온 증류수로 세

척한 뒤 −15oC에서 동결한 후 동결건조기를 이용하여

−80oC에서 24시간동안 건조하였다. 건조된 분말은 전기

로 (LTD 1700, Lenton Furnaces, England)에서 5o/min의

승온속도로 승온하여 각각 200, 400, 600, 800oC에서 2

시간동안 하소하였다.

제조된 HAp의 분해특성 평가를 위하여 SBF 용액에 침

적하여 36.5oC, 100 rpm의 shaking incubator에서 배양하

였다. SBF 용액은 이차이온 증류수에 NaCl, NaHCO3,

KCl, K2PO4·3H2O, MgCl2·6H2O, CaCl2, Na2SO4를 첨가하

고 1M-HCl, tri(hydroxymetethyl) aminomethane((CH2OH)3

CNH2)으로 36.5oC, pH 7.4로 조절하여 제조하였다.12) 제

조된 SBF 용액의 이온농도는 Table 1에 나타내었다. 배

양 후 1주~8주 후에 각각 꺼내어 원심분리기를 이용하

여 분말과 용액을 분리하고, 분리된 분말을 −15oC에서

동결한 후 동결건조기를 이용하여 −80oC에서 24시간동

안 건조하였다.

합성된 분말의 결정상과 열처리온도에 따른 결정화도

를 분석하기 위하여 X-선 회절분석장치 (XRD, Miniflex,

Rigaku, Japan)를 이용하였다. 결정화도는 식(2)와 같이

Benedetti 법13)을 이용하여 계산하였다. 여기서 Ac는 결정

화 영역, Aa는 비정질 영역이다. 

(2)

분말의 형상과 미세구조는 주사전자현미경(SEM, HITACHI

S-4700, Japan)으로 관찰하였으며, 배양 후 SBF 용액의 Ca,

P 이온의 농도의 변화는 ICP-AES (iCAP 6000 series,

Thermo Scientific, USA)로 측정하였다. 분말의 중량변화

는 아래 식(3)에 의해 측정하여 계산하였다. Wo는 최고

무게이며, Wt는 침적 후 건조무게이다.

(3)

SBF 용액의 pH 변화는 pH 측정기(Model 350, Mettler-

Toledo,UK)를 사용하여 측정하였다.

3. 결과 및 고찰

하소온도에 따른 분말의 XRD 패턴을 Fig. 1에 나타내

었다. 600oC이하의 하소온도에서는 완만한 피크를 볼 수

있는데, 이는 결정성이 낮은 non-stochiometric HAp14)가

합성되었음을 의미한다. 그러나 800oC에서 하소한 분말에

서는 주피크가 2θ = 3.17o (211)인 HAp 단일상의 피크를

볼 수 있으며(JCPDS#09-0432), 완전히 HAp로 성장하였

음을 알 수 있다.

Fig. 2는 하소온도에 따른 HAp 분말의 결정화도를 XRD

결과를 바탕으로 계산한 결과이다. Fig. 2에서 볼 수 있듯

이 하소온도 600oC까지의 결정화도는 선형적으로 증가하

나, 하소온도 600oC이상 800oC까지는 급격히 증가한다. 하

소온도에 따른 HAp의 결정화도는 39.6~92.5%였다. 

Fig. 3은 하소온도에 따른 HAp 분말의 형상과 미세구

Crystallinity  %( )
Ac

Ac Aa+
-------------------- 100×=

Massloss (%)
W

o
W

t
–( )

W
o

------------------------ 100%×=

Table 1. Ion concentrations of human blood plasma and SBF.

Ion
Ion Concentrations (mM)

Human blood plasma SBF

Na
+

142.0 142.0

K
+

5.0 5.0

Mg2+ 1.5 1.5

Ca
2+

2.5 2.5

Cl− 103.0 147.8

HCO3

− 27.0 4.2

HPO4

2−
1.0 1.0

SO4

2− 0.5 0.5

pH 7.2~7.4 7.40

Fig. 1. XRD patterns of the powders calcined at different calcination

temperatures; (a) 0
o
C, (b) 200

o
C, (c) 400

o
C, (d) 600

o
C and (e)

800
o
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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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 관찰 결과이다. 합성된 분말의 형상은 하소온도에 관

계없이 다소 불규칙한 형상으로 응집되어 있음을 볼 수

있으며, 분말의 평균입경은 9.8~18.2 µm이다. 미세구조 관

찰결과, 50~100 nm의 작은 입자들이 모여 분말을 이루고

있음을 볼 수 있으며, 400oC 이하에서 입자들은 거칠고

예리한 형상을 나타낸다. 그러나 600oC 이상의 온도에서

하소된 분말의 미세구조는 하소온도가 올라감에 따라 입

자의 형상이 구형으로 변화함을 볼 수 있으며, 입자의 크

기 또한 커짐을 알 수 있다. 

Fig. 4는 결정화도가 다른 HAp 분말을 SBF 용액에 침

적 후 침적시간에 따른 SBF 용액의 Ca 이온 농도 측정

결과이다. SBF 용액의 Ca 이온의 농도는 침적시간이 길

어질수록 증가하였으며, 최초 2주 동안은 급격히 증가함

을 보이나, 2주 후에는 완만히 증가함을 볼 수 있다. 이

와 같은 SBF 용액 내 Ca 이온 농도의 증가는 Ca 이온

을 가지는 HAp 분말이 분해되고 있음을 나타낸다. 또한

HAp 분말의 분해는 결정화도가 낮은 분말일수록 더 많

이 일어나며, 800oC에서 하소한 결정화도가 높은 HAp

분말의 경우 거의 분해가 일어나지 않음을 볼 수 있는

데, 이 결과로 SBF 용액 내에서 HAp의 분해는 결정화

도가 낮을수록 더 빨리 일어남을 알 수 있다. 

결정화도가 다른 HAp 분말을 SBF 용액에 침적 후 침

적시간에 따른 SBF 용액의 P 이온 농도 변화를 Fig. 5에

나타내었다. SBF 용액 내의 P 이온 농도도 Ca 이온의 농

Fig. 3. Microstructures and morphologies of the HAp powders with different calcination temperatures; (a) 0
o
C, (b) 200

o
C, (c) 400

o
C, (d)

600oC and (e) 800oC.

Fig. 4. Ca ion concentration changes of SBF solution after soaking

test; (a) 0oC, (b) 200oC, (c) 400oC, (d) 600oC and (e) 800oC.

Fig. 2. Crystallinity of the HAp powders with different calcination

temperatur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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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변화와 유사하게 침적시간이 길어질수록 증가하는데,

이와 같은 SBF 용액 내 P 이온 농도의 증가 또한 Ca

이온 농도 증가와 마찬가지로 P 이온을 가지는 HAp 분

말이 분해되고 있음을 의미한다. 그러나 P 이온 농도는

6주까지는 서서히 증가하다 6주후부터 급격히 증가하는 경

향을 보이는데, 이 결과로 HAp의 분해는 Ca2+의 분해가

먼저 일어나고 그 뒤에 PO4
3−의 분해가 일어남을 알 수

있다. 또한 Ca 이온 변화의 결과와 유사하게 결정화도가

낮을수록 분해는 더 빨리 일어나며, 800oC에서 하소한 결

정화도가 높은 HAp 분말의 경우 거의 분해가 일어나지

않음을 볼 수 있는데, Ca 이온과 P 이온의 농도 변화 결

과를 종합하여 보면 HAp의 분해는 결정화도가 낮을수록

빨리 일어나며, Ca2+의 분해가 먼저 일어나고 그 뒤에

PO4
3−의 분해가 일어나는 것으로 생각된다.15)

Fig. 6은 SBF 용액에 침적 후 8주까지의 하소온도에

따른 HAp 분말의 무게변화를 나타내었다. SBF 용액에

서의 침적시간이 증가함에 따라 무게는 선형적으로 감소

함을 볼 수 있는데, 이는 Ca, P 이온 농도 변화 결과와

같이 HAp 분말이 Ca2+와 PO4
3-로 분해되었기 때문으로

판단된다. 결정화도에 따라 HAp 분말은 SBF 용액에서

의 침적 8주후 최초무게의 0.8~13.2%가 감소되었으나, 결

정화도가 낮은 HAp 분말은 결정화도가 높은 HAp 분말

의 비해 큰 무게감소를 보였다. 이는 HAp의 분해는 결

정화도가 낮을수록 빨리 일어남을 의미한다. 

하소온도에 따른 SBF 용액에서의 8주 침적 후 HAp 분

말의 결정화도 변화를 Fig. 7에 나타내었다. SBF 용액에

침적 후 4주까지는 HAp 분말의 결정화도가 하소온도에

관계없이 증가함을 볼 수 있다. 일반적으로 HAp를 SBF

용액에 침적시키면 시간이 지남에 따라 표면에 결정성이

낮은 HAp 결정이 석출되는데, 결정성이 낮으면 분해속

도가 빨라 표면에 HAp 결정의 석출되지 않을 수 있으

며, 이와 같이 결정화도가 낮은 HAp가 SBF 용액에 침

적되었을 때 결정화도가 약간 증가하는 현상은 이전 연

구에서도 보고된 바 있다.16) 그러나 4주부터는 침적시간

이 증가할수록 다시 감소함을 볼 수 있는데, 이는 Fig. 4

와 5의 Ca, P 이온 변화 결과에서와 같이 HAp가 Ca, P

이온으로 분해됨에 따라 HAp의 결정구조가 붕괴되었기

때문으로 생각된다.17)

Fig. 8은 결정화도가 다른 HAp 분말을 SBF 용액에

침적 후 침적시간에 따른 SBF 용액의 pH 변화를 나타

내었다. SBF 용액의 pH는 침적시간 및 결정화도에 따

라 6.75~7.85의 변화를 나타내는데, 이는 인산칼슘계 세

라믹스의 분해 시 pH가 ± 0.5~1.0 정도의 변화가 나타

난다는 이전 연구18)와도 일치하며, 이 결과는 생체 내에

서도 HAp의 분해가 염증반응 등으로부터 안전할 수 있

Fig. 5. P ion concentration change of SBF solution after soaking

test; (a) 0
o
C, (b) 200

o
C, (c) 400

o
C, (d) 600

o
C and (e) 800

o
C.

Fig. 6. Mass loss of the HAp powders with different calcination

temperatures after soaking test in SBF solution; (a) 0
o
C, (b) 200

o
C, (c)

400
o
C, (d) 600

o
C and (e) 800

o
C.

Fig. 7. Crystallinity of the HAp powders with different calcination

temperatures after soaking test in SBF solution; (a) 0
o
C, (b) 200

o
C,

(c) 400oC, (d) 600oC and (e) 800o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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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을 의미한다. 이러한 하소온도에 따른 HAp 분말의 분

해특성 평가 결과를 통해 HAp의 결정화도를 조절함으로

써 HAp의 분해속도를 제어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Ca(OH)2와 H3PO4를 출발물질로 하고 열처리온도를 달

리하여 결정성이 다른 HAp를 합성하였으며, 하소온도가

증가함에 따라 HAp의 결정화도는 증가하였다. SBF 용

액에 침적 후 침적시간에 따른 SBF 용액의 이온 농도

는 침적시간이 길어질수록, 결정화도가 낮을수록 증가하

였으나, Ca 이온 농도는 최초 2주 동안은 급격히, 2주 후

에는 완만히 증가하였으며, P 이온 농도는 최초 6주까지

는 서서히 증가하다 6주후부터 급격히 증가하는 경향을

보였다. 이 결과로 HAp의 분해는 결정화도가 낮을수록

빨리 일어나며, Ca2+의 분해가 먼저 일어나고 그 뒤에

PO4
3−의 분해가 일어남을 알 수 있다. SBF 용액에서의

침적시간이 증가함에 따라 무게는 선형적으로 감소하나,

결정화도가 낮은 HAp는 결정화도가 높은 HAp에 비해 큰

무게감소를 보이는데, 이는 HAp의 분해는 결정화도가 낮

을수록 빨리 일어남을 의미한다. SBF 용액의 pH는 침적

시간에 따라 크게 변하지 않는데, 이 결과로 생체 내에

서도 HAp의 분해가 염증반응 등으로부터 안전할 수 있

을 것으로 생각된다. 이러한 하소온도에 따른 HAp의 분

해특성 평가 결과를 통해 HAp의 결정화도를 조절함으로

써 HAp의 분해속도를 제어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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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8. pH changes of SBF solution after soaking test; (a) 0oC, (b)

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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