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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Formation and characterization of hydroxyapatite-based porous ceramics derived from polymer pyroysis were investigated. Polymer
based process is chosen for preparing porous hydroxyapatite-based ceramics having a high mechanical strength. The hydroxyapatite-based
porous ceramic was prepared by a self-blowing process of a polymethylsiloxane with filler and pyrolyzed at above 1000

o
C. Biphasic

material consisted of hydroxyapatite and CaO has been prepared by solid state reaction from calcium hydroxide(Ca(OH)2) and calcium
hydrogen phosphate dihydrate(CaHPO4·2H2O) as a filler material. The influence of filler content on mechanical properties was
evaluated. The change of crystalline phase, microstructure and mechanical properties were investigated and discuss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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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수산화아파타이트(hydroxyapatite)는 뼈와 유사한 성분으로

이루어져있으며 생체적합성(biocompatibility)이 좋아 생체

재료 분야에서 널리 이용되고 있다. 대표적인 수산화아파타

이트를 합성하는 방법에는 졸겔법
1,2)

, 수열법
2)

, 열증착법
3)

,

고상반응법
4)

 등이 있다. 이 중에 고상반응법은 상대적으로

공정이 단순하고, 화학적 위험이 없으며, 높은 수율의 분

말을 제조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생체재료 분야 중 골이식재로 수산화아파타이트를 널리

이용하기 위해서는 다공성을 가져야한다. 골이식재 분야에

서 중요한 요소 중의 하나는 기공율이다. 기공은 혈관생성,

세포의 성장과 이동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
5)

. 다공성 수산

화아파타이트를 제조하는 방법에는 스폰지 복제법, 염침

출법, 발포법 등이 있다. 하지만 수산화파타이트의 낮은 기

계적 특성은 높은 기공도와 강도를 만족 시켜야하는 골이

식재의 조건에 맞지 않아 사용이 제한적이다.

고분자를 이용한 세라믹제조 방법은 많은 연구자들에 의

해 연구되어져 왔다. Polysilane, polycarbosilane, polysilazane,

polysiloxane 등의 실리콘 기반의 무기고분자는 비교적 낮은

온도에서 세라믹으로 변환하고 변환율이 75% 이상으로

높기 때문에 실리콘 기반의 세라믹 제조 연구에 많이 이용

되고 있다
6,7)

. 또한, 이 고분자 재료들은 금속, 세라믹 분

말과 혼합하여 새로운 복합체를 제조 할 수 있어 관심을

갖기에 충분하다.

Polysiloxane은 발포제의 첨가 없이도 가교반응 중 발생

하는 분해가스를 이용하면 다공체를 제조 할 수 있다는

연구결과가 발표되었다.
8,9)

본 연구에서는 생체활성 다공체를 개발하기 위해서

polysiloxane 계열의 고분자와 고상반응법으로 제조된 수산

화아파타이트 필러를 혼합하여 자가발포 시켰고, 이를 소

결하여 다공체를 제조하고자 하였다. 발포체의 소결 시,

고분자와 필러의 함량에 따른 생성 결정상에 대하여 조

사하였고, 이들 다공체의 기계적 강도에 대하여 고찰하였다.

2. 실험방법

본 실험에서 분말합성은 CaHPO4·2H2O(Calcium phosphate

dyhydrate, Samchun chemical, Korea)와 Ca(OH)2(Calcium

hydroxide, Samchun chemical, Korea)를 원료분말로 사용

하였다. 원료분말은 잉여의 CaO(cacium oxide)가 존재하는

수산화아파타이 분말을 제조하기 위해서 1 : 1의 무게비율로

혼합하였다. 혼합은 지르코니아 볼과 폴리에틸렌병을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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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하여, 메탄올을 용매로 3시간 동안 볼밀링 하였다. 혼

합된 분말은 evaporator를 이용하여 용매를 증류 후 상온

에서 24시간 건조하였다. 건조된 분말은 박스로를 이용하

여 1000
o
C로 10시간 동안 합성하였다. 합성된 분말은 유

발에서 분쇄 후 채질을 한 후 XRD(X-Ray Diffractometer D8,

Bruker, Germany)를 이용하여 상 분석을 하였다. 또, 피크

노미터(Pycnometer, Accupyc 1330, Micrometritics, USA)를

이용하여 밀도를 측정하였다.

제조된 분말은 polymethylsiloxane 계열의 무기 고분자

MK(SILRES MK, Waker, Germany)와 6 : 4, 7 : 3, 8 : 2의

부피비로 지르코니아 볼과 폴리에틸렌 병을 이용하여, 30분

간 혼합하였다. 혼합된 분말은 원통형의 알루미늄 틀에 담

아 박스로에서 100~150
o
C로 온도를 달리하여 고분자를

용해하였고, 300
o
C까지 분당 10

o
C로 급격하게 온도를 올려

가교시킨 후 발포 양상을 관찰하였다. 발포체는 1 cm × 1 cm ×

2 cm의 크기로 절단하였다. 절단된 발포체는 효과적인 분

해가스 방출을 위해 500
o
C에서 1시간 유지 시켜주었고 1100

o
C

에서 1시간 유지하여 소결하였다. 1100
o
C에서 소결하여 제

조된 시편은 분당 5
o
C의 속도로 1250

o
C에서 3시간동안 소

결하였다.

제조된 시편의 부피밀도(bulk density, Db)는 질량(g)대

부피(V)비로부터 계산하였다.

Db (g/cm
3
) = M (g)/V (cm

3
)

기공률(P)은 부피밀도와 이론밀도(Dth)를 가지고 아래와

같은 식을 사용하여 계산하였다.

P (%) = (1−Db/Dth) × 100

소결 후의 결정상의 변화는 XRD를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제조된 발포체는 SEM(Scanning Electron Microscope, S-2150,

Hitachi, Japan)과 EDS(Energy Dispersive spectroscopy, XL30,

Philips, Netherlands)를 이용하여 미세조직 관찰과 입자별

화학성분을 분석하였다. 시편의 기계적 물성은 만능재료

시험기(UTM, R&B, Korea)를 이용하여 0.5 mm/min의 속도로

시편이 완전 파괴될 때까지의 압축강도 값을 측정하였다.

3. 결과 및 고찰

Fig. 1은 고상반응법으로 합성된 분말의 SEM 이미지이

다. 합성된 분말은 미세분말과 조대분말이 혼합되어 있는 형

태로 존재함을 알 수 있다. Fig. 2는 제조된 분말의 XRD 분

석 결과이다. 수산화아파타이트와 CaO 상이 존재함을 알 수

있다. Ca/P의 화학양론적 비가 1.67인 수산화아파타이트

로 합성되기 위해서는 초기 원료분말인 CaHPO4·2H2O와

Ca(OH)2의 몰비가 6 : 4가 되어야한다. 하지만 본 실험에서

초기 분말의 몰비를 1.05 : 1로 혼합하여 합성하였다. 1.05 : 1

의 몰비로 합성된 분말은 잉여의 CaO를 가지는 수산화아파

타이트로 합성될 수 있다. 잉여의 CaO는 고분자가 800
o
C

이상에서 변환되는 Si-O-C 유리상과 반응하여 CaSiO3로

합성됨으로서 수산화아파타이트의 분해를 억제하는데 기

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몰비 변화에 따른 수산화아

파타이트의 합성과 800
o
C 이상에서 필러와 고분자간의 화

학 반응은 다음의 식을 따를 것으로 판단된다.

6CaHPO4(s) + 4Ca(OH)2(s)

= Ca10(PO4)6(OH)2(s) + 6H2O(g) (1)

21CaHPO4(s) + 20Ca(OH)2(s)

= 3.5Ca10(PO4)6(OH)2(s) + 6CaO(s) + 27H2O(g) (2)

2Si-O-C(s) + 2Ca10(PO4)6OH2(s) + CaO(s)

→ Ca10(PO4)6OH2(s) + 3Ca3(PO4)2(s) + 2CaSiO3(s)

   + H2O(g) (3)

Fig. 1. SEM micrograph of powder by solid-state reaction method.

Fig. 2. XRD pattern of powder by solid-state reaction metho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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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K의 열분해 거동을 알아보기 위하여 1250
o
C까지 산화

분위기에서 열중량 분석을 하였다. Fig. 3은 MK의 열중량

분석 결과이다. MK는 200
o
C, 300

o
C, 500

o
C 부근에서 급

격한 중량 손실이 발생함을 알 수 있다. 200
o
C에서의 중량

손실은 가교반응(cross linking)이 발생하면서 수증기와 올

리고머(oligomer)의 방출로 인한 중량감소이며, 300
o
C 이상

에서 중량 손실은 열분해가 시작되면서 CO2와 수증기를 방

출하는 일차 열분해에 의한 것이다. 또한, 500
o
C 이상에서

2차 열분해가 일어나며 약 800
o
C 부근에서 분해가 완료

되었고, 이때 중량 손실은 약 16% 임을 알 수 있었다.

잉여의 CaO가 존재하는 수산화아파타이트 분말과 MK를

7 : 3의 부피 비율로 혼합하여 300
o
C에서 발포 시켰다. Fig. 4

는 MK 고분자의 용융 온도에 따른 기동도의 변화와 기공

크기의 변화를 나타낸 그래프이다. 발포체는 MK 고분자의

용융 온도가 올라감에 따라 기공도는 60%에서 62%로 증

가하고 기공크기는 평균 627 µm에서 780 µm로 커지는 경

향을 나타내었다. 이러한 현상은 MK가 약 35~55
o
C 부근에

서 용융하기 시작하여 250
o
C 부근까지 열가소성 고분자의

특성을 나타내며 점도가 낮아지다가 250
o
C 이상에서부터

점도가 상승하는 고유의 특성 때문이다. MK 고분자의 점도

가 높으면 온도가 올라감에 따라 기공의 이동이 거의 없고

생성과 성장이 동시에 일어나고 경화되게 된다. 하지만

점도가 낮을 경우 이동 속도가 빨라져서 기공의 생성, 성장

과 동시에 기공의 이동이 발생하게 된다
10)

. 이러한 결과로

온도가 올라감에 따라 점도가 낮아지고 성장된 기공이 이

동하는 도중 다른 기공과 만나 결합하여 더 큰 기공으로

성장함으로써 기공도와 기공 크기가 증가하는 것으로 사

료된다.

잉여의 CaO가 존재하는 수산화아파타이트 분말과 MK를

부피 비율로 혼합하여 100
o
C에서 MK를 용해하여 300

o
C에

서 발포 시켰다. Fig. 5는 필러함량의 변화에 따른 기공도와

기공크기의 변화를 나타낸 그래프이다. 필러의 함량이

20 vol%에서 40 vol%로 증가함에 따라 기공률은 평균 73%

에서 60%로 감소하였고 기공의 크기 또한 평균 700 µm

에서 600 µm 이하로 감소하는 경향을 보였다.

Fig. 6은 100
o
C에서 MK를 용해하여 잉여의 CaO가 존

재하는 수산화아파타이트 분말과 MK를 6 : 4의 부피 비율로

혼합하여 300
o
C에서 발포 시킨 시편의 절단면(Fig. 6(a)),

1100
o
C에서 소결한 시편의 파단면(Fig. 6(b))과 소결 시편의

표면 미세구조 이미지와 EDS 분석 결과이다.

발포체는 미세구조 이미지에서 보듯이 100~750 µm의

기공들이 고르게 분포하고 있음을 관찰할 수 있다. 1100
o
C

에서 소결한 발포체는 열분해에 의해 발포체보다 더 많은

기공이 관찰되었다. 한편, 소결체에서는 미세균열들이 관

찰되었다. 이러한 미세균열은 열분해 시 발생한 가스 또

는 수산화아파타이트와 소결 시 생성되는 CaSiO3, β-TCP

(tricacium phosphate, Ca3(PO4)2) 간의 수축률이 다르기 때

문에 발생되는 것으로 사료된다. Fig. 6(c)에서 보듯이 소결

체의 표면은 2차상으로 보이는 어두운 부분과 기공을 포함
Fig. 3. Thermogravimetric analysis in air atmosphere. 

Fig. 4. Variation of porosity and pore size with increasing

temperature.

Fig. 5. Variation of porosity and pore size with increasing filler

cont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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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부분이 관찰되었고 성분 분석을 위해 EDS를 측정하

였다. 2차상으로 보이는 어두운 부분은 Ca, O, Si가 측정

되었으며 기공을 포함하는 부분은 Ca, P, O, Si가 주성분

으로 측정되었다. 이 결과로 보아 2차상으로 보이는 어두운

부분은 CaSiO3와 SiO2가 주된 상으로 판단되며, 기공을 포

함하는 부분은 수산화 아파타이트가 β-TCP로 상전이 되는

과정에서 HA가 열분해 되어 기공이 발생한 것으로 사료

된다.

Fig. 7은 필러 함량을 20 vol%에서 40 vol%로 변화시킴에

따른 XRD 분석 결과이다. 모든 조성에서 수산화아파타

이트, β-TCP, wollastonite(β-CaSiO3), pseudowollastonite

(α-CaSiO3) 결정상이 존재함을 확인하였다. 하지만 필러의

함량에 따라 소결체 내에 존재하는 결정상은 상대적 함

량이 다름을 알 수 있었다. 필러를 20 vol% 혼합한 시편의

함량은 wollastonite, pseudowollastonite, 수산화아파타이트,

β-TCP 순으로 존재했으며, 30 vol%는 pseudowollastonite,

수산화아파타이트, β-TCP, wollastonite 순으로 존재했다.

또, 40 vol%의 필러를 혼합한 시편은 pseudowollastonite,

수산화아파타이트, wollastonite, β-TCP 순의 함량으로 존재

하였다. XRD 분석결과 발포체 내에 존재하는 상들인 수산

화 아파타이트와 TCP는 생체활성도와 생체적합성이 뛰어나

상업적으로도 많이 이용되는 물질이며, CaSiO3 또한 생체

활성도를 띄며 생체에 적용하기에 적합한 물질이라고 보

고되어있다
11-13)

.

필러 함량에 따른 발포체를 1100
o
C에서 소결하고 이를

1250
o
C로 후소결(Post-sintering)하였다. 1100

o
C에서 소결한

발포체의 경우, 필러함량이 20 vol%인 발포체는 0.33 MPa,

30 vol%는 3.26 MPa, 40 vol%는 1.21 MPa의 압축강도 값이

측정되었다. 또, 기공도는 필러의 함량이 20 vol%에서

40 vol%로 늘어남에 따라 73%에서 60%로 감소하는 경향을

나타내었다. 기공도에 따른 압축강도 값을 Table 1에 나

타내었다. 가장 두르러진 특징은 필러 함량이 30 vol%의 소

결체의 경우, 더 높은 필러의 함량인 40 vol%의 소결체 보다

2배 이상의 압축강도가 증가되었다는 것이다. 이러한 현

상은 발포체 일부의 기공벽에 발생한 균열 때문으로 사

료된다. Fig. 8의 미세조직 이미지에서 40 vol% 함량의 발

포체는 부분적으로 기공벽을 관통하는 균열이 있음을 알 수

있다. 20 vol%와 30 vol% 함량의 발포체에서 발생한 미세

균열과는 다르게 기공벽을 관통하는 균열은 필러의 함량

이 더 높음에도 불구하고 발포체의 강도저하를 초래한 것

으로 사료된다.

Fig. 6. SEM micrographs of foam(40 vol.% filler) (a) cutting

surface, (b) fractured surface(sintered at 1100
o
C), and

(c) EDS analysis of sintered foam surface.

Fig. 7. X-ray diffraction patterns of sintered foam at 1100℃
with variation of filler cont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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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50
o
C에서 후소결한 시편은 1100

o
C에서 소결한 시편보다

강도가 증가하는 경향을 보였다. 하지만 소결 온도의 증가

는 치밀화 과정에 따른 발포체의 수축으로 기공도는 낮아

지는 경향을 나타내었다.

4. 결 론

본 연구에서는 고상반응법으로 제조된 분말과 MK 고

분자를 발포하고 이를 소결하여 제조된 다공체에서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을 수 있었다.

CaHPO4·2H2O와 Ca(OH)2를 무게비로 1 : 1 혼합 후 고

상반응법으로 합성하여 잉여의 CaO가 존재하는 수산화

아파타이트 분말을 제조할 수 있었다.

Polymethylsiloxane 계열의 고분자 MK와 고상반응법으로

제조한 분말을 혼합하여 소결함으로써 수산화아파타이트를

포함하는 다상의 생체활성 세라믹 발포체를 제조할 수 있었다.

기공도와 기공의 크기는 가교 전 고분자의 용융온도가

높을수록 증가하였고, 필러의 함량이 높을수록 감소하였다. 

균열이 적은 발포체는 상대적으로 높은 기공도를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압축강도가 향상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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