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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1)

계면활성제는 고체 시료, 특히 나노 입자의 합성 시 결정의 형태 제

어에 이용되어 왔다[1]. 또한 계면활성제 자체의 자기 조립을 통한 구

형이나 막대 형태를 수용액이나 유기 용매에서 형성함에 따라 합성하

려는 고체 시료의 틀로 응용되었다[2,3].

수산화인회석(hydroxyapatite, HAP, Ca10(PO4)6(OH)2)은 사람의 뼈

와 치아를 구성하는 주요 무기 물질이다[4]. 이러한 수산화인회석은 

생체 적합성 때문에 치아의 임플란트, 골대체제로서 조직 공학에 널

리 이용되어 왔다[4-8]. 수산화인회석은 일반적으로 다양한 양이온 및 

음이온이 표면에 흡착될 수 있다. 그 예로 수산화인회석의 표면에 다

양한 전이금속들을 도입할 수 있다. 이와 같은 수산화인회석의 화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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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 특징 때문에 흡착제, 이종상촉매의 기질, 크로마토그래피의 충진제 

등으로 사용될 수 있다[9-16].

계면활성제를 이용하여 표면적이 증가된 수산화인회석은 촉매[11], 

코팅[17], 복합 재료[18], 크로마토그래피 분석[19] 등 다양한 분야에

서 사용될 수 있다. 또한 계면활성제를 통해 다공성 수산화인회석을 

합성하여 제약 분야에서 체내 약물 방출을 위한 마이크로캡슐의 형태

로 사용되는 예가 보고되었다[20,21].

본 연구에서는 양이온성 계면활성제인 hexadecyltrimethylammonium 

chloride (CTAC, CH3(CH2)15NBr(CH3)3)을 이용한 다공성의 수산화인

회석의 합성을 보고하고자 한다. 열 중량 분석을 통해 순수한 수산화

인회석과 CTAC을 도입한 수산화인회석을 비교한 결과, CTAC이 제

거되는 것을 확인하였다. CTAC의 하소 과정 중에 수산화인회석의 형

태의 변형을 투과전자현미경으로 확인하였고, BET 방법을 이용한 비

표면적 측정 결과 표면적이 더 감소되는 것을 확인하였다. 이러한 현

상은 하소 과정(400 ℃, 4 h) 중 유기물인 CTAC이 제거되면서 생성되

는 기공이 그 형태를 유지하는 것이 아니라 바늘 모양의 형태에서 둥

근 모양의 형태로 변형 중에 기공이 막혔기 때문이라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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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록

본 연구에서는 침전법을 이용하여 양이온성 계면활성제인 hexadecyltrimethylammonium chloride (CTAC)를 도입한 수산
화인회석을 합성하였다. X-선 회절 분석법과 투과전자현미경, 비표면적 분석기를 이용하여 수산화인회석과 CTAC을 
도입한 수산화인회석의 결정성, 형태, 비표면적을 분석하였다. 열처리 후, HAP와 CTAC-HAP는 열처리 전과 비교하여 
비표면적이 감소하였다. 또한 열처리는 뾰족한 막대 모양에서 종횡비가 감소한 둥근 모양으로의 CTAC-HAP의 형태 
변화를 유도하였다. 이러한 형태의 변화는 순수한 HAP에서도 관찰되었다. 그러므로 형태 변화와 열처리 후의 비표면
적 감소는 열처리 중 CTAC의 제거로 생성된 기공들이 형태 변화로 인해 유지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된다.

Abstract
Hydroxyapatite (HAP) containing hexadecyltrimethylammonium chloride (CTAC) as a cationic surfactant was prepared by a 
precipitation method. X-ray diffraction (XRD), transmission electron microscopy (TEM) and micropore physisorption analyzer 
were used for characterizing the crystal phase, morphology and specific surface area of HAP and CTAC-HAP. After thermal 
treatment, the specific surface area of both pure HAP and CTAC-HAP were reduced. The sharp rod morphology of CTAC-HAP 
was changed into a round shape with a smaller aspect ratio after the heat treatment. The morphological change by thermal 
treatment was also observed in pure HAP. Therefore, the morphological change and decrease of the specific surface area sug-
gested that pores from the removal of CTAC during thermal treatment were not retained. 

Keywords: Hydroxyapatite, Hexadecyltrimethylammonium chloride, Po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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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1. XRD patterns of HAP, CTAC-HAP.

2. 실    험

CTAC이 도입된 수산화인회석은 계면활성제를 이용한 침전법에 의

해서 합성하였다. 먼저 20 mL 바이알에 3 mmol의 sodium phosphate 

dibasic (Na2HPO4)과 3 mmol (0.96 g) 의 CTAC을 7.5 mL의 증류수에 

녹인다. 그리고 5 mmol의 calcium nitrate tetrahydrate (Ca(NO3)⋅4H2O) 

4.5 mL를 적하시키면서 20 min 동안 교반한다. 이 혼합 용액에 2 M 

NaOH 2 mL를 넣어준 뒤, 10 min 동안 교반시킨다. 그리고 혼합 용액

이 담긴 바이알을 80 ℃ 오븐에 24 h 동안 방치한다. 혼합 용액을 원

심 분리기(4,500 rpm, 3 min)를 이용하여 거품이 나오지 않을 때까지 

증류수로 10번 세척해준다. 원심 분리기를 통하여 얻은 침전물은 동

결건조기를 이용하여 24 h 동안 건조시킨다. 이렇게 얻은 샘플을 

CTAC-HAP라고 명명하였다. 그리고 유기 계면활성제 CTAC을 제거

하기 위해 CTAC-HAP를 석영 보트에 담아 전기로에 넣고 400 ℃ 온

도에서 4 h 동안 가열해준다. 이렇게 열처리한 샘플을 calcinated 

CTAC-HAP라고 명명하였다. 합성한 샘플들의 결정성은 X-선 회절 

분석(X-ray diffraction, XRD, Bruker, D8)을 이용하여 측정하였고, 형

상 분석에는 투과 전자 현미경(transmission electron microscopy, TEM, 

Tecnai 12 120 kV)을 이용하였다. 그리고 열 중량 분석기(thermogra- 

vimetric analyzer, TGA, TA Q600/Q200)를 통해 계면활성제가 제거되

는 온도를 확인하였다. 표면적은 비표면적 분석기(micropore phys-

isorption analyzer, ASAP-2020M Micromeritics)를 이용하여 BET 

(Brunauer, Emmett, Teller) 방법으로 측정하였다.

3. 결과 및 고찰

Figure 1은 서로 다른 조건에서 합성된 수산화인회석의 XRD 회절 

패턴이다. 순수한 HAP와 CTAC-HAP는 매우 유사한 X-선 회절 패턴

을 보였으며, 특히 CTAC 첨가에 따른 새로운 회절 피크는 관찰되지 

않았다. 그러므로 CTAC의 도입과 관계없이 순수한 수산화인회석

(Ca10(PO4)6(OH)2, JCPDS #09-0432)이 생성되는 것을 확인하였다. 그

리고 순수한 HAP 및 CTAC-HAP 모두 열처리 이후에도 회절 피크의 

변화는 없었으며, XRD 회절 패턴이 더 뾰족한 피크를 나타내기 때문

에 결정성이 열처리 전에 비하여 더 향상되었을 것이라고 판단된다.

Figure 2는 열 중량 분석기를 통해 온도 변화에 따른 샘플의 질량 

변화를 나타낸 그래프이다. 200 ℃ 이후부터 HAP의 질량에 비해

Figure 2. TGA curves of pure HAP and CTAC-HAP.

Figure 3. TEM images of HAP (a), calcinated HAP (b), CTAC-HAP 
(c) and calcinated CTAC-HAP (d).

CTAC-HAP의 질량이 급격하게 하락하는 것으로 보아 400 ℃에서 

CTAC이 충분히 제거될 것이라고 판단하고 열처리 온도를 선택하였

다. 최근 CTAC을 열처리로 제거하기 위하여, 550~1,000 ℃에서 하소

가 이루어지는 것이 보고되었다[22,23].

Figure 3는 투과전자현미경을 이용하여 침전법을 통해 합성된 수산화

인회석과 CTAC을 도입하여 만들어진 CTAC-HAP의 형상을 확인한 

이미지이다. 침전법을 통해 합성된 순수한 수산화인회석의 형태는 약 

폭 21 (± 4) nm, 길이 276 (± 10) nm의 긴 막대 모양이다. CTAC-HAP 

또한 순수한 HAP와 유사한 긴 막대 형태를 나타내며, CTAC의 첨가 

여부와 관계없이 비슷한 형태를 보였다. 그러나 열처리 후에 막대 길

이는 112 (± 10) nm로 짧아지고 폭은 42 (± 3) nm로 줄어들어 종횡비

가 감소하였다.

Figure 4는 비표면적 분석기를 이용하여 얻은 샘플의 등온 흡착 곡

선이고 BET 방법으로 측정한 샘플의 표면적은 각각 HAP (87.8 m2/g), 

calcinated HAP (31.8 m2/g), CTAC-HAP (17.4 m2/g), calcinated 

CTAC-HAP (9.4 m2/g)이다. 순수한 HAP와 CTAC-HAP 모두 하소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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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4. 77K N2 adsorption/desorption isotherms of HAP, CTAC-HAP,
calcinated HAP and calcinated CTAC-HAP.

샘플들의 표면적이 오히려 더 넓은 것을 알 수 있고, 특히 CTAC-HAP 

또한 하소 후에는 표면적이 감소했다. CTAC-HAP의 경우 열처리 이

후에 기공 형성을 통해 더 넓은 표면적을 가지는 수산화인회석이 합

성될 것이라고 예상했지만, TEM 이미지에서 나타난 것과 같이 막대 

형태에서 둥근 형태로 변형되면서 표면적이 줄어들고, 또한 동시에 

CTAC이 제거된 자리에 형태 변형으로 인해 기공이 유지되지 않는 것

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본 연구에서는 CTAC을 계면활성제로 이용하여 다공성의 수산화인

회석의 합성을 시도하였다. 하지만 CTAC을 제거하기 위한 열처리 과

정(400 ℃, 4 h) 중 형태 변형이 발생하는 것을 투과전자현미경으로 

관찰하였으며, 열처리 후 비표면적의 감소는 기공이 유지되지 않는 

것을 의미한다. 열처리 후 이러한 비표면적의 감소는 순수한 HAP에

서도 관찰되었다. 그러므로 비표면적이 넓은 HAP를 합성하기 위해서 

CTAC을 제거하는 데에 산소 플라즈마와 같은 낮은 온도의 공정이 필

요하다고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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