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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Hydroxyapatite (HA) is well known as a biocompatible and bioactive material. HA has been practically applied as

bone graft materials in a range of medical and dental fields. In this study, two types of dense hydroxyapatite ceramics were

prepared from natural bones and synthetic materials. The biocompatibility of HA ceramics for supporting osteoblast cell growth

and cytotoxicity using an in vitro MG-63 cell line model were respectively evaluated. Artificial hydroxyapatite shows relative

density of 93% with 1-2 µm after sintering, but a hydroxyapatite compact derived from bovine bone has low sintered density

of 85% with a small content of MgO. Irrespective of the starting raw materials, both types of sintered hydroxyapatite displayed

similar biocompatibility in the tests. FE-SEM observations showed that most MG-63 cells had a stellar shape and formed an

intercellular matrix containing fibers on sintered HA. The cells were well attached and grown over the HA surface, indicating

that there was no toxic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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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최근 각종 사고 및 산업재해가 증가함에 따라 골절환

자의 수가 급격히 늘어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인공 뼈

등 근 골격계 임플란트를 이식하는 환자의 수도 매년 증

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생체재료는 손상된 인체의

일부 장기를 대체하거나 치료를 위하여 인체에 삽입하는

재료를 일컫는데, 인체에 삽입되는 임플란트용 생체재료

는 생체 적합성을 보유해야만 한다.1,2) 일반적으로 생체재

료에서 요구되는 생체적합성이란 재료나 장치가 몸속에

서 기능을 하는 동안 생리학적으로 독성이 없는 성질을

말하는데, 현재까지 개발된 재료 중 생체적합성이 가장

좋은 인공 뼈 대체용 소재는 인체 내 뼈 구성성분 중 약

70%를 차지하는 하이드록시아파타이트계 생체재료로 알

려져 있다.3) 

하이드록시아파타이트(Hydroxyapatite, Ca10(PO4)6(OH)2,

이하 HA로 표기함)는 인산칼슘계 세라믹스 화합물 중 하

나로 생체친화성이 우수하기 때문에 인공치아, 인공뼈 등

의 생체용 세라믹 재료로 널리 활용되고 있으며, 최근

에는 표면활성, 생체친화성 및 조직유연성을 이용하여 약

물전달물질로 활용하는 연구가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고,

그 활용성 및 사용범위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4,6)

현재 HA의 합성법으로는 습식 침전법과 건식법이 가

장 많이 사용되고 있는데,7,8) 침전법으로 합성된 HA 분

말은 약 20~50 nm 정도의 미세한 입자가 얻어지는 장점

이 있으나 온도, pH, 출발원료의 조성 등 합성조건에 따

라 Ca/P 몰비가 달라지며, 이론 조성(Ca/P 몰비 = 1.67)에

맞지 않는 하이드록시아파타이트가 합성되었을 경우 열

처리 도중 β-TCP(Ca3(PO4)2)와 같은 이차상으로 분해되

는 단점이 있다. 건식법은 조성의 제어는 용이하지만 분

체특성 면에서 입자가 크고 불규칙한 단점이 있으며, 수

열법은 결정성이 뛰어난 분체가 얻어지지만 미세한 입

자를 얻는 것은 어려운 것으로 알려져 있다.9)

이러한 문제점 때문에 합성 인산칼슘계 세라믹이 포함

된 임플란트 소재는 시술 후 HA 코팅 층의 박리나 입

자이탈이 일어나 기계적 성질 및 생체 내 안정성이 크

게 나빠지고, 이로 인해 임플란트로서의 기능이 약화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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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나 몸 속에서 임플란트의 일부가 파괴되어 염증유발 등

부작용을 나타내게 된다.10)

이에 비하여 동물 뼈 등 천연 인산칼슘계 원료로부터

얻는 HA는 각종 미량 금속원소가 포함되어 조성이 사

람의 뼈와 거의 동일할 뿐 만 아니라 생체적합성이 매

우 뛰어나고, 제조하기가 비교적 쉬우며, 대량으로 싸게

만들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또한 그동안 우려되었던 2

차 감염에 대한 문제는 동물 뼈를 1000-1200oC의 고온

에서 열처리하여 제조함으로써 해결하고 있으며, 이로 인

해 최근 의·공학 분야에서 동물 뼈로부터 추출한 HA

분말 및 임플란트에 대한 각종 특허가 급증하고 있다.11) 

동물 뼈로부터 고온으로 하소하여 제조한 HA 분말의

경우 인조 합성된 HA 분말에 비해 입자크기가 크고, 불

규칙한 형태를 나타내기 때문에 고밀도의 치밀한 HA를

제조하는데 어려움을 가지고 있으나 수용액이나 SBF 용

액 내에서 장기간 유지하여도 기계적인 열화현상에 의

한 균열생성이 적고, 균열 생성으로 인한 강도 감소나

경도 감소가 매우 낮은 것으로 보고된 바 있다.12-14) 이

들의 연구 결과에 의하면 동물 뼈에서 제조된 하이드록

시아파타이트 소결체의 경우 인공합성된 하이드록시아파

타이트에 비하여 수용액이나 SBF 용액에서의 용해도가 매

우 낮아 입계간 용해가 억제되기 때문에 생체안정성이 매

우 큰 것으로 보고되었다. 반면에 인공합성 하이드록시아

파타이트의 경우 조성의 불균질성에 의해 용해가 쉽게 일

어나는 TCP 상이 입계에 주로 생성되어 수용액에 의한

입계 용해 및 균열이 생성되고, 이들 균열이 시편 내부

로 전파되면서 기계적 성질이 급격히 약화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므로, 동물 뼈 등 천연 석회질 원료로부

터 하이드록시아파타이트를 제조할 경우 저밀도 소결체

는 하중이 크지 않은 부위에 사용할 수 있으며, 하중이

크게 걸리는 임플란트의 경우에는 가압소결 등의 방법

으로 고밀도, 고강도의 소결체를 제조하여 적용하는 것

이 가능하나 현재까지 이들 소결체에 대한 생체 친화성

실험은 미미한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동물 뼈에서 추출한 HA 분말

및 인공합성으로 제조한 HA 분말을 사용하여 HA 소결

체를 제조한 다음 생체 내부 환경과 유사한 in vitro 조

건에서 조골세포와 HA 재료와의 부착능 실험을 통하여

생체친화성을 비교해 보고자 하였다. 

2. 실험 방법

천연 HA 원료 물질로는 음식점에서 발생되는 소뼈를

수거하여 사용하였다. 수거된 소뼈는 방해 요소인 유기

물과 염분 등을 제거하기 위하여 일차적으로 물로 세척

하고 칫솔로 시료 표면의 큰 유기물들을 제거하였다. 이

후, 80oC로 가열된 0.1%의 NaOH 수용액에 투입한 다

음 4시간 교반하여 소뼈에 포함되어 있는 잔여 유기물

등을 제거하였다. 유기물이 제거된 소뼈는 흐르는 물에

48시간 동안 수세하여 소뼈에 부착된 Na 이온 등을 제

거하였다. 

수세된 소뼈는 건조기 내에서 80oC로 건조하여 수분을

제거하였고, 소 뼈 내부에 잔류하는 유기물을 완전히 제

거하기 위해 고온으로 하소시키는 방법을 통하여 분말을

제조하였다. 소 뼈의 열분해 거동을 관찰하기 위하여

1200oC의 온도 까지 DTA-TG 분석과 육안관찰에 의한 색

상분석을 행하였으며, 이들 실험결과를 바탕으로 소뼈의

분쇄물을 800oC에서 1시간 동안 하소하여 최종적인 HA

분말을 제조하였다. 하소된 분말을 48시간 동안 attritor 볼

밀을 한 후 80oC의 온도에서 건조하였으며, 하소된 분말

의 상분석은 X선 회절분석을 통하여 수행하였다.

천연 원료로부터 제조된 분말의 생체친화성을 비교 고

찰하기 위한 인공합성 원료로는 시중에서 상용 HA 분

말을 구입하여 출발물질로 사용하였는데 이 분말은 일

본 신요사에서 침전법을 통하여 제조된 분말로 입자크

기가 20-50 nm였으며, Ca/P비는 1.67이고 순수한 하이드

록시아파타이트 상을 갖는 분말이었다. 각각의 분말을 일

축가압으로 성형하여 실린더형 성형체를 제조한 다음, 220

MPa의 압력으로 정수압성형을 행하여 고밀도의 성형체를

제조하였다. 소결은 수증기 분위기에서 1200oC의 온도로

1시간 동안 행하였으며, 소결 후 밀도분석, 상분석, 미세

구조 분석을 행하였다. 

세포 반응성 실험에 사용된 MG-63 세포는 조골세포의

세포배양 실험을 통하여 얻었다. human osteoblast-like

cell line인 MG-63 세포는 Dulbecco's modified eagle's

medium (DMEM) 내에서 배양되었으며, 배양은 37oC의 온

도에서 CO2가 5% 공급되는 환경조건에서 실시하였다.

DMEM 배양액에는 10% fetal bovine serum (16000-

044, Gibco)와 항생제로서 1%(v/v) antibiotic antimycotic

solution(15240-0620, Gibco)을 첨가하였으며, completed

media는 2일에 한 번씩 정기적으로 교체하였다. 

HA 소결체의 세포반응성 실험을 위해서 우선 소결체

의 표면을 다이아몬드 정반에서 1 µm까지 연마한 다음,

Autoclave 내에서 121oC로 멸균하였다. 멸균한 HA 시편

은 건조 후 24 well plate에 연마된 부분이 위를 향하도

록 배치한 다음, MG-63 세포를 well 당 1 × 104개 씩 분

주하고 인큐베이터 안에서 배양하였다. 

MG-63 세포는 단위면적 1 cm2당 약 6 × 104개 정도일

때 거의 포화된다고 보고된바 있는데,15) 단위 면적당 세

포 개체 수 및 세포의 doubling time을 고려하여 각각 1,

3, 5일 되는 시점에 증식 실험을 수행하였다. 세포 배양

후 일정 시간이 지나면 배양액을 제거하고, 인산완충용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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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ulbecco's phosphate buffer saline, 21600-010, Gibco)을

첨가한 다음, 다시 제거하는 과정으로 반복하여 세척하

였다. 시편 위에서 세포의 성장 및 증식을 알아보기 위하

여 세척한 시편을 24well에 옮긴 후 4% Paraformaldehyde

를 2시간동안 반응 후 제거하고, 그런 다음 50, 60, 70,

80, 90, 100% 알콜에 10분씩 시편을 침적시켜 4% para-

formaldehyde를 세척하였다. 마지막으로 isoamyl acetate

에 3시간 이상 담근 후 실온에서 건조시켜 주사전자현

미경(SEM, H-4800, HITACHI)으로 관찰하였다. 조골세

포의 성장은 MTS assay로 측정하였는데, 세척된 시편 위

에 MTS 시약을 분주한 다음 96 well plate로 옮긴 후

microplate reader를 이용, 490 nm에서 흡광도를 측정하

여 각 조건에 따른 상대적인 부착능을 확인하였다.

3. 결과 및 고찰

표면 유기물을 제거한 소뼈는 노란색을 나타내었는데,

열처리 온도가 증가함에 따라 색상이 점차 변화하였다. 열

처리 온도에 따른 소 뼈의 열분해 특성을 알아보기 위

하여 TG/DTA 분석을 행한 결과(Fig. 1), 250oC에서부터

600oC 까지 유기물의 연소에 의한 발열피크와 중량감소

가 나타났으며, 특히 280oC 및 430oC부근에서 큰 발열

피크가 관찰되었다. 한편 중량분석 결과를 보면, 100oC까

지는 수분의 증발에 따른 소량의 중량 감소를 보였고,

250-600oC 사이에서는 유기물의 분해에 의해 급격한 무

게 감소를 보이고 있다. 그러나 600oC 이후에는 미세한

무게 감소만 있을 뿐 커다란 무게 감소가 관찰되지 않

았다. 500-1200oC의 온도 구간에서 1시간 동안 각각 하

소하여 하소온도에 따른 소뼈의 색상을 육안으로 살펴본

결과(Table 1), 500oC에서는 갈색, 600oC에서는 회색,

700oC에서는 밝은 회색, 그리고 800oC 이상에서는 모두

흰색을 나타내었다. 

이것으로 미루어 소뼈는 열처리 시 600oC까지는 대부

분의 유기물의 분해가 이루어지고, 분말 내에 잔류된 일

부 탄소도 800oC에서 대부분 분해가 끝나 모두 제거되는

것으로 판단되었다. 따라서 본 실험에서는 하소 온도를

800oC로 정하였으며, 하소시간은 1시간으로 고정하여 하

이드록시아파타이트 분말을 최종적으로 제조하였다.

인공 합성된 HA 분말 및 소 뼈를 800oC로 1시간 하

소하여 제조한 HA 분말의 미세구조 및 X-선 회절 분석

결과를 Fig. 2 및 Fig. 3 에 나타내었다. 인공합성된 HA

분말의 경우 구성 입자가 약 20-50 nm의 크기를 갖는 미

세한 구형 분말이었으며, 입자 간에 약간의 응집을 나타

내었다. 또한 X선 회절 분석결과 TCP, CaO 등 제2상이

Table 1. The color of bovine bone calcined up to 800oC for 1 h.

Temperature (
o

C) Color

Before calcination Yellow

500 Brown

600 Grey

700 Bright grey

800 White

Fig. 1. TG/DTA analysis of bovine bone.

Fig. 2. (a) FE-SEM micrograph and (b) XRD pattern of synthetic

HA powders after calcination at 800oC for 1 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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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재하지 않는 순수한 하이드록시아파타이트 피크만 존

재하였다.

이에 비하여 소뼈를 하소하여 제조한 HA 분말은 0.6-

0.7 µm의 비교적 큰 크기를 나타냈으며, 하소 과정 중 입

자와 입자 간에 부분적인 결합이 이루어진 강한 응집입

자 특성을 나타내었다(Fig. 3). X-선 회절 분석 결과 2θ

가 42.5도 근처에서 MgO를 나타내는 작은 피크가 관

찰되었으며, 이를 제외하고는 모두 HA 특성 피크를 나

타내었다. 천연 뼈로부터 제조된 XRD 회절 피크의 폭

과 강도를 인공합성 HA 분말의 것과 비교해 보면 전

체적으로 피크의 폭은 넓고 피크 강도는 낮은 것을 확

인할 수 있는데, 이는 SEM 사진에서 보이는 분말 입자

가 나노크기의 일차 미립자가 응집된 이차입자이기 때

문인 것으로 보인다.16)

일반적으로 생물학적 동물의 뼈에는 하이드록시아파타

이트를 구성하는 Ca 및 P 원소 외에도 많은 미량 원소

들이 존재하는데, 대표적인 원소로는 Mg, Na, Si, Zn 등

이 있으며, Ca/P 비는 사람의 뼈와 유시한 1.73을 나타

내는 것으로 보고되었다11) 이러한 미량 성분들은 하이드

록시아파타이트의 결정구조 내에서의 격자 위치가 정확히

밝혀지진 않았지만 수용액 내에서 이들 미량 원소들의 작

용에 의해 하이드록시아파타이트 입자들이 음의 제타 전

위를 띠게 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러한 미량원소들

은 전기화학적인 반응 외에도 세포와의 반응이나 뼈의

기계적 물성에도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데, 이

에 대한 상세한 연구결과는 미미한 실정이다. 대체적으

로 동물 뼈에 포함된 하이드록시아파타이트 입자는 길이

40 nm, 두께 1.5~3 nm의 막대상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나

노입자가 일정한 배열을 한 상태에서 이 들 사이를 콜

라겐이 채우고 있다.17-19) 생물학적인 뼈는 이와 같는 복

합 나노구조 덕분에 10-20 GPa의 탄성계수 및 100 MPa

의 강도를 가지며, 강하면서도 유연성을 나타낼 뿐 만

아니라 화학적으로도 안정하여 몸속에서 기계적 성질의

열화 없이 장기간 유지되고 있다.20,21) 

Fig. 4와 Fig. 5에는 1200oC 온도에서 1시간동안 소결

한 후, 세포배양을 위해 표면을 1 µm의 다이아몬드 미

립자로 연마한 HA의 표면 사진 및 소결체 상분석 결과

를 나타내었다. 상용 HA 소결체의 경우 약 93%의 소

Fig. 4. (a) FE-SEM micrograph and (b) XRD pattern of synthetic

HA ceramics after sintering 1200oC for 1 h.

Fig. 3. (a) FE-SEM micrograph and (b) XRD pattern of bovine

bone derived-HA powders after calcination at 800oC for 1 h.



천연 및 인공원료로부터 제조한 생체친화형 하이드록시아파타이트 세라믹스 289

결밀도를 나타냈으며, 입자크기는 1-2 µm 크기로 구성되

어 있었다. 소결밀도가 비교적 높아 표면에는 적은 양의

기공만 존재하였다. X-선 회절에 의한 소결체의 상 분석

결과, 분말의 XRD와 유사한 특성을 나타내었으며, 소결

시 TCP로의 상분해나 상전이는 일어나지 않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소뼈로부터 추출된 분말을 사용하여 제조된 HA 소결

체의 경우 약 85%의 낮은 소결밀도를 나타내었는데, 이

는 분말의 이차 입자 크기가 크고 응집이 비교적 큰 상

태인 분말로 성형하여 소결을 행했기 때문에 나타난 결

과로 보인다. 이에 따라 연마한 시편의 표면에는 그림에

서 보여주듯이 많은 연결 기공이 존재하였다. 소결된 시

편의 상분석 결과, 앞서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상분해시

나타나는 TCP상이나 CaO 상은 관찰되지 않았는데, 분

말의 XRD와 같이 HA 상이 대부분이었고, 이외에도 MgO

의 미세 피크가 관찰되었다. 

연마된 HA 표면에 MG-63 cell을 well 당 1 × 104 개를

분주시킨 다음, 공기 중 5%의 이산화탄소를 포함하고

37oC로 유지시킨 인큐베이터 내에서 1, 3, 5일 증식 실

험을 수행하였으며, 그 결과를 SEM으로 고찰하여 Fig. 6

과 Fig. 7에 나타내었다. 그림에서 보듯이 MG-63 세포는

두 시편 위에 잘 부착되어 성장하였는데, 둥근 형태의 핵

으로 강조되는 세포들은 별 모양으로 잘 뻗어 자라는 모

습이며, 시간이 지남에 따라 둥근형태의 핵이 선명하게 드

러날 뿐 아니라 세포질이 끼리 잘 연결되어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이러한 결과로 미루어 출발원료와 관계없이 인공합성

HA와 소뼈로부터 제조된 HA는 인산칼슘계 세라믹스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생체친화성이 크고, 이로 인하여

Fig. 6. FE-SEM micrographs of adherent cells on synthetic HA

ceramics with cell culture for (a) 1, (b) 3 and (c) 5 days.

Fig. 5. (a) FE-SEM micrograph and (b) XRD pattern of bovine

bone derived-HA ceramics after sintering at 1200
o

C for 1 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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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포의 부착 및 증식이 잘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며, 이

것으로 미루어 본 실험에서 제조된 HA 소결체 내에는 세

포에 대한 독성이 없으며, 생체 친화성이 큰 것으로 확

인되었다. 두 종류의 시편 모두 세포의 부착력은 비교적

높게 나타났지만, 부착형태 및 퍼짐 형상은 약간의 차이

를 보였는데 그 차이는 미세하였다. 전체적으로 인공합성

HA와 소뼈로부터 제조된 HA 시편의 표면에서는 증식 시

간이 증가함에 따라 MG-63 세포가 수 및 퍼짐 현상이

증가하였다. 특히 5일이 지난 후에는, 세포의 성장으로 인

하여 HA 표면에 세포가 밀집되어 있는 것이 관찰되었다.

Fig. 7에는 세포 증식과 생존능력을 MTS assay로 측

정한 결과를 나타내었다. 세포배양 1일, 3일이 지난 후,

인공합성 HA의 경우 소뼈로부터 제조된 HA보다 세포의

증식량이 많았지만 5일이 지난 후에는 인공합성 HA와 소

뼈로부터 제조된 HA 표면에서 세포의 증식양이 유사하

여 거의 같은 흡광도 값을 나타내었다. 하이드록시아파

타이트 표면에 부착되는 세포의 양은 보통 표면의 형상

과 비표면적, 그리고 화학적 조성등에 따라 변할 수 있

는데, 기공의 양보다는 표면적이나 표면 거칠기에 더 큰

영향을 받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22) 똑 같은 조성의 하

이드록시아파타이트에서 표면 거칠기가 다른 경우 세포

의 부착 및 증식된 양이 달라졌는데, 표면거칠기가 증가

할수록 세포의 부착량이 증가하였다. 본 실험의 경우 인

공합성 HA의 경우 배양 초기 부분적인 입계용해가 진

행되면서 표면거칠기가 커지고, 이에 따라 세포의 초기

부착능이 다소 증가한 것으로 예측된다. 표면 거칠기 등

물리적 특성 외에도, 표면의 조성이나 용해특성에 따라

세포의 부착능과 증식량이 달라질 수 있는데, 천연 뼈로

부터 만들어진 하이드록시아파타이트의 경우 배양 실험

시 표면의 제타 전위가 음으로 나타나 세포의 부착이나

증식을 촉진하는 것으로 보고된 바 있다.23) 본 실험의 결

과에서도 배양시간이 길어짐에 따라 천연 뼈로부터 만

들어진 HA에서 세포의 부착과 증식이 보다 큰 것으로

관찰되었다. 

4. 결  론

인공합성된 HA 분말 및 소 뼈에서 추출한 HA 분말

을 사용하여 소결체를 제조한 다음, 조골세포인 MG-63

cell의 증식 및 분화실험을 통하여 출발원료에 따른 HA

Fig. 8. Cell proliferation measured as absorbance using MTS assay

after cell culture for 1, 3 and 5 days on the synthetic HA and bovine

bone derived-HA ceramics.

Fig. 7. FE-SEM micrographs of adherent cells on bovine bone

derived-HA ceramics with cell culture for (a) 1, (b) 3 and (c) 5 day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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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료의 생체 친화성을 고찰하였다. 인공합성 HA와 소뼈

로부터 추출된 HA 분말을 사용하여 제조된 소결체는 분

말 특성의 차이에 의해 입자크기, 밀도, 상 조성에서 큰

차이를 나타내었다. 그러나 두 소결체에서 세포의 성장 및

증식 실험을 수행한 결과 생체 친화성 측면에서는 거의

유사한 특성을 나타내었다. 증식실험 초기에는 인공합성

HA 소결체에서 세포의 증식이 다소 잘 이루어졌지만 증

식 실험 후 5일이 지난 시편에서는 세포의 증식이 거의

동일한 수준으로 유지되었다. 따라서 소 뼈로부터 제조

된 HA의 경우에도 기존의 인공합성 HA와 마찬가지로

우수한 생체친화성을 갖고 있는 것으로 판단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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