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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Porous biphasic calcium phosphate  scaffolds were fabricated by a freeze-gel casting technique using a tertiary-butyl alcohol (TBA)-
based slurry. After sintering, unidirectional macropore channels of scaffolds aligned regularly along the TBA ice growth direction were
tailored simultaneously with micropores formed in the outer wall of the pore channels. The crystallinity, micro structure, pore
configuration, bulk density, and compressive strength for the scaffolds were investigated with X-ray diffractometery, scanning electron
microscopy analysis, a water immersion method, and a universal test machine. The results revealed that the sintered porosity and pore
size generally resulted in a high solid loading which resulted in low porosity and small pore size, which relatively increased the higher
compressive strength. After being sintered at 1100-1300

o
C, the scaffolds showed an average porosity and compressive strength in the

range 35.1-74.9% and 65.1-3.0 MPa, respectively, according to the processing conditions.

Key words : Calcium phosphate, Gelcasting, Pores/Porosity, Strength

1. 서  론

최근 조직공학의 발전으로 자가골을 대체할 수 있는 인

산칼슘 (calcium phosphate) 계열의 인공 골이식재에 대한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으며, 이러한 골이식재 중에서

도 생체 친화성이 우수한 수산화아파타이트 (HAp, hydro-

xyapatite, Ca10(PO4)6(OH)2)와 생체 분해성이 우수한 β-삼

인산칼슘 (β-TCP, β-tricalcium phosphate, Ca3(PO4)2)이 골

대체소재로서 각광을 받고 있다.
1-4)

 그럼에도 불구하고

HAp의 경우 골격을 지지 할 수 있는 최소한의 강도는 보

유하고 있으나 다른 인산칼슘계 생체세라믹 재료보다 생

체활성도가 상대적으로 떨어지며, β-TCP의 경우 생분해

성은 높으나 높은 하중을 요구하는 부분에는 사용할 수

없는 실정이다.
5-8)

 따라서 인공 골이식재의 최근 연구동

향은 이러한 상반된 특성을 가지는 두 가지 이상의 생체

재료를 혼합하여 사용함으로써 개개의 재료들의 장점을

살릴 수 있는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 특히 HAp의 비분해

성과 β-TCP의 분해성을 적절히 혼합하여 골전도성은 유

지하면서 체내 흡수성을 조절할 수 있는 이상 인산칼슘

(BCP, biphasic calcium phosphate)이 골이식 재료로써 제

안되고 있다.
9,10) 

인공골 이식재의 형태에 있어서도 소결 지지체의 다공

성은 생체 내 이식 후 원활한 혈류이동을 위한 주요인자

중 하나이다.
11)

 이러한 인산칼슘계 다공질 세라믹스를 제

조하기 위하여 replica, sacrificial template 및 direct foa-

ming technique 공정기술 등이 이용되고 있으며, sacrificial

template method의 일종인 동결주조(freeze casting)는 적은

건조수축, 폭넓은 기공제어, 비교적 높은 기계적 강도 등

과 우수한 특성을 부여하는 성형기술로서 미세구조가 제

어된 다공질 세라믹스의 제조를 위하여 유용하게 이용되

고 있다.
12)

 또한 동결용매로서 물
13,14)
뿐만 아니라 cam-

phene,
15,16)

 naphthalene-camphor eutectic,
17)

 tertiary-butyl alcoho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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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BA)
18,19)
가 보고되어 있으며 용매의 종류 및 동결조건

에 따라서 소결 후 다양한 미세구조가 얻어질 수 있다. 이

들 용매 중에서도 TBA는 높은 포화증기압(6.4 kPa, 40
o
C)과

낮은 표면장력(15.15 mN/m, 40
o
C)을 가지기 때문에 비교

적 낮은 온도 (40
o
C 이하)에서 쉽게 증발할 수 있으며, 동

결 시 액상의 TBA는 주상 형태로 결정 성장하기 때문

에 고체의 승화현상에 의해 일축배향 기공채널을 가지

는 세라믹 지지체 제조에 유용하다고 보고되고 있다.
18,19)

본 연구에서는 생체활성 소재인 HAp와 분해성 소재인

β-TCP가 이상 (biphasic)으로 존재하는 BCP 분말을 공침

법으로 합성하였고, TBA를 용매로 사용하여 제어된 기공

구조를 가지는 다공질 BCP 지지체를 제조하여, 지지체의

미세구조, 기공률, 부피밀도, 압축강도에 미치는 공정변수

영향에 대해 조사하였다.

2. 실험방법

2.1. Biphasic calcium phosphate 분말 합성

Biphasic calcium phosphate (BCP) 공침분말을 합성하기

위하여 Ca 공급원으로 Ca(NO3)24H2O (Sigma Aldrich,

USA)를 사용하였고, PO4 공급원으로 (NH4)2HPO4 (Sigma

Aldrich, USA)를 사용하여 공침법 (co-precipitation process)을

이용하여 합성하였다. 이때 합성 시 pH 조절을 위하여

NH3 (Junsei chemical, Japan)를 사용하였다. HAp와 β-

TCP가 60 : 40의 부피 비를 가지는 BCP 분말을 합성하기

위하여 출발물질인 Ca(NO3)24H2O와 (NH4)2HPO4의 몰 비

율을 1.602로 조절하여 공침 반응물을 제조하였다. 공침

물은 출발물질을 증류수에 각각 용해 후 수용액 상태에

서 공침하였다. 공침 시 NH3를 첨가하여 수용액의 pH를

11로 조절하여 반응하였다. 공침 반응 후 수용액 내의 미

반응물을 제거하기 위해 수세한 후 건조하였다. 건조된

분말을 1000
o
C (1

o
C/min)에서 2시간동안 하소 (calcination)

처리하여 BCP 분말을 제조하였다. 하소된 분말을 200

mesh (75 µm 이하)로 체가름 하였다.

2.2. 다공성 biphasic calcium phosphate 지지체의 제조

BCP 슬러리를 제조하기 위해 tertiary-butyl alcohol (TBA,

Junsei chemical, Japan)을 용매로 사용하여 합성된 BCP 분

말의 freeze-gel casting 현탁액을 제조하였다. Gelation을

위한 monomer로 mono-functional acylamide (AM, C2H3CONH2,

Sigma Aldrich, USA)와 di-functional N,N'-methylenebisacry-

lamide (MBAM, (C2H3CONH)2CH2, Sigma Aldrich, USA)를

사용하였다. 분산제로 citric acid (C6H8O7, Adrich Che-

mistry, USA)를, 계면활성제로서 ethoxylated acetylenic

diol surfactant (Dynol604, Air Products and Chemicals,

USA)를 사용하였다. TBA를 용매로 AM과 MBAM의 비

율을 9.6 : 0.4 wt%로 하여 monomer 용액을 제조하고, 이

용액에 합성한 BCP 분말을 첨가하였다. BCP의 solid

loading은 각각 20, 25, 30 vol%로 조절하였다. 이 때 분산

제인 citric acid는 혼합 분말에 대하여 1 wt%, 계면활성제

인 dynol 604는 monomer 용액에 대하여 0.25 wt%를 사

용하였다. 현탁액의 균일한 혼합을 위하여 40
o
C 이상에서

24시간 ball milling하였다. 

제조한 현탁액은 진공상태에서 탈포를 시행하였다. 현

탁액의 안정화를 위해 30
o
C의 water bath에 담근 후 개시

제 용액(ammonium presulphate 40 wt% 수용액)을 첨가하

였으며, gelation이 부분적으로 일어나기 시작하면 상부 및

측면이 단열물질로 보호된 cylindrical polyethylene mold

(Φ25 mm)에 주입하였다. 주입 즉시 몰드의 하단 면을 냉

각시킴으로써 TBA의 동결이 하부로부터 상부로 점진적

으로 진행되도록 유도하였다. 동결된 시편을 몰드로부터

제거한 후, 동결건조기 (Labconco 77540, Western

Medics)를 이용하여 24시간 승화건조 시켰다. 건조된 시

편을 전기로에서 1
o
C/min으로 승온하여 600

o
C에서 1시간

유지시킴으로써 잔류 유기물질들을 제거하였고, 1100,

1200, 1300
o
C에서 2시간동안 소결하였다.

2.3. 지지체 특성평가

XRD (Ultima-IV, Rigaku, Japan)를 이용하여 HAp/β-

TCP 결정상 비율 및 열처리 온도에 따른 BCP 지지체의

결정상을 확인하였고, SEM (S-4800, Hitachi, Japan)을 통

하여 기공 및 미세구조를 분석하였고, 소결된 시편을 직

경 22 mm, 높이 10 mm의 크기로 절단한 후 UTM (AG-

Xplus, Shimadzu, Japan)을 이용하여 크로스헤드 속도를

1.0 mm/min의 조건으로 압축강도를 측정하였다. 또한

Archimedes법으로 다공질 소결시편의 부피밀도와 기공률

을 측정하였다.

3. 결과 및 고찰

3.1. BCP 분말 특성

합성된 공침 BCP 분말을 1000
o
C에서 열처리한 후 SEM

을 통해 관찰한 결과를 Fig. 1에 나타내었다. 처리된 분말

을 200 mesh로 체가름 하여 75 µm 이하의 입자크기를 가

짐을 확인할 수 있었고 (Fig. 1(a)), 응집된 작은 구형 입

자들은 평균 크기는 약 500 nm 정도임을 관찰할 수 있었

다(Fig. 1(b)).

Ca/P 몰 비율을 1.602로 조절하여 공침 합성한 BCP

(HAp:β-TCP = 60 : 40) 분말과 1000
o
C 열처리 후 생성

된 BCP 분말의 XRD 회절패턴을 Fig. 2에 나타내었다.

Fig. 2(a)에서와 같이 공침분말에서 저결정성 HAp 회절

패턴을 관찰할 수 있었고, 1000
o
C 열처리 한 후 생성된

분말의 XRD 회절패턴은 Fig. 2(b)에서와 같이 JCPDS

#74-0566 HAp (211)면 (2θ = 31.8
o
)과 JCPDS #09-01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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β-TCP (0210)면 (2θ = 31.04
o
)이 나타남을 관찰할 수 있었

다. 측정된 회절패턴 결과를 바탕으로 식 (1)에 대입하여

결정상의 부피 분율을 RIR (reference intensity ratio) 값으

로 계산한 결과 (Fig. 2(c)), 본 연구에서 얻고자 하는

HAp:β-TCP = 60 : 40의 BCP 분말을 얻을 수 있었다.
20)

(1)

3.2. BCP 지지체의 결정상 및 기공구조

열처리 온도에 따른 상변화 거동을 관찰하기 위하여 각

각 1100, 1200, 1300
o
C에서 2시간 동안 소결한 BCP 지지

체의 XRD 회절패턴을 Fig. 3에 나타내었다. 1100
o
C에서

1200
o
C 사이의 하소 처리 온도에서는 HAp와 β-TCP의 피

크가 함께 관찰되었고, 주 피크의 적분강도 값을 비교하

여 HAp가 β-TCP에 비해 많이 성장했음을 확인하였다.

1300
o
C에서 하소 처리된 BCP 지지체의 경우 JCPDS #09-

0348 α-TCP 상이 나타남을 관찰할 수 있었다.

1100-1300
o
C에서 소결한 BCP 지지체를 TBA 용매의 동

결방향에 평행 및 수직한 방향으로 절단한 후, SEM으로

미세구조를 관찰한 결과를 Fig. 4와 Fig. 5에 나타내었다.

TBA 용매의 응고방향을 따라 규칙적으로 상호 연결된 일

축 방향의 미세 기공채널이 긴 범위에 걸쳐서 관찰되었

고 (Fig. 4(a)), 이러한 응고거동은 수지상 구조 (dendritic

structure)로 성장하는 물이나 camphene과 같은 동결용매

와는 차이가 있었다.
16,21)

 더 높은 배율에서의 기공구조는

긴 범위에 걸쳐서 존재하는 일축배향 기공채널과 서로

연결된 기공채널의 벽에 존재하는 입자간 작은 기공

(~ < 1.5 µm)으로 구성된 2중 기공구조가 지지체의 미

세구조에서 관찰되었다 (Fig. 4(b)-(d)). 이들 기공구조

는 승화할 동안 제거되어지는 동결 TBA 용매의 동결거

동에 의해서 선택적으로 결정된다. 각각 1100, 1200,

1300
o
C로 소결한 후 미세구조를 관찰하였을 때 온도에 관

계없이 모두 일축 방향의 채널형 기공을 가지고 있었으

나, 소결온도를 높일수록 입자간 미세기공의 조밀한 정도

에 있어 차이가 보였고, 그로인해 기공률이 감소되었음을

관찰할 수 있었다 (Fig. 4(b)-(d)). 실용적인 지지체는 효과

적인 세포조직의 침투와 내부성장을 위한 적당한 기공크

기를 갖는 높은 기공률과 우수한 기계적 강도를 위한 벽

구조의 치밀화를 요구하기 때문에 이 공정에 의해서 제

조된 다공질 지지체는 조직공학용으로의 응용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응고방향에 대하여 수직 절단면의 SEM 측정 결과를

Vfβ−TGP

Iβ−TGP

Iβ−TGP IHAp+
---------------------------=

Fig. 1. SEM images of BCP powders synthesized.

Fig. 2. XRD patterns of BCP powders; (a) synthesized, (b)

calcined at 1000
o
C, and (c) RIR result of calcined

sample.

Fig. 3. XRD patterns of porous BCP scaffolds sintered at (a)

1100
o
C, (b) 1200

o
C, and (c) 1300

o
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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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5에 나타내었다. 일반적으로 고체함량의 증가와 더불

어 기공크기는 감소하였고 벽의 두께는 증가하였으며, 소

결온도가 증가함에 따라서 평균 기공크기는 감소하였다.

각각 20, 25, 30 vol% 현탁액으로부터 제조한 지지체

의 기공크기는 1200
o
C에서 소결 시 각각 평균 27.4, 21.2,

16.7 µm를 가졌다. 이와 대조적으로 기공채널의 벽두께

(wall thickness)는 5.7 µm에서 17.4 µm의 범위에서 증가하

였다. 25 vol% 현탁액으로부터 제조한 지지체를 각각

1100
o
C와 1200

o
C에서 소결한 지지체의 경우(Fig. 5(a), (b))

기공크기는 높은 온도로 인한 수축률의 증가로 인하여

37.8 µm에서 21.2 µm로 감소하였다. 이러한 기공구조와 기

공크기는 섬유아세포 (fibroblast, 5-15 µm)의 성장을 허용할

수 있고, 충분한 길이를 가지고 상호 연결된 일축배향 기

공채널로 구성된 지지체는 연결조직의 발달을 위하여 공급

되어 지는 원활한 혈액의 공급에 보다 유리하다.
22)

 

3.3. BCP 지지체의 기공률 및 압축강도

다양한 공정조건에서 제조한 다공질 지지체의 기공률,

수축률, 밀도, 압축강도를 Table 1에 나타내었다. 지지체

의 특성은 상호 연관성을 가지고 공정조건에 따라 비교

적 폭넓게 변화하였다. 일반적으로 solid loading은 다공질

지지체의 기공 및 압축강도를 결정짓는 중요한 역할을 한

다. solid loading이 증가할수록 미세구조의 뚜렷한 차이는

발견할 수 없었으나 기공률, 기공형상 및 크기, 벽의 두

께 및 밀도 등 압축강도에 영향을 끼치는 여러 인자에 영

향을 끼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인자 중에서 다공

질 지지체의 압축강도는 기공률에 크게 영향을 받는다.
23)

제조된 BCP 지지체의 기공률과 압축강도 사이의 상관관

계를 Fig. 6에 나타내었다. 지지체의 기공률은 solid loading

및 소결온도가 증가함에 따라서 74.9%에서 35.1% 정도 감

소하였고, 그로인해 압축강도가 3.0 MPa에서 65.1 MPa로

향상되었음을 관찰할 수 있었다. 1300
o
C에서 소결한 지지

Fig. 4. SEM images of cross-sections parallel to the macro-

scopic TBA ice growth direction ; sintered at (a)

1100
o
C with 20 vol% solid loading, (b) 1100

o
C, (c)

1200
o
C, and (d) 1300

o
C for 2 h with 25 vol% solid

loading. 

Table 1. Physical and Mechanical Properties of Porous BCP Scaffolds Sintered at 1100-1300
o
C for 2 h

Sintering temperature 

(
o
C)

Solid loading

(vol. %)

Porosity

(%)

Linear Shrinkage

(%)

Bulk density

(g/cm
3
)

Compressive strength

(MPa)

1100

20 74.9 7.4 0.74 3.0

25 66.9 7.8 0.98 6.9

30 61.1 8.5 1.15 10.9

1200

20 58.3 19.1 1.19 15.6

25 45.9 20.0 1.51 33.1

30 40.3 20.8 1.72 54.9

1300

20 54.5 21.4 1.27 16.7

25 43.0 21.6 1.58 46.8

30 35.1 22.5 1.84 65.1

Fig. 5. SEM morphologies of cross-sections perpendicular to

the macroscopic TBA ice growth direction; sintered at

(a) 1100
o
C with 25 vol% solid loading, 1200

o
C with

(b) 20, (c) 25, and (d) 30 vol% solid load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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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의 경우 β-TCP에서 α-TCP로의 상전이 (phase transi-

tion)로 인하여 입내 혹은 입계에 미세한 균열이 발생됨을

알 수 있었다 (Fig. 7). 이러한 소결거동으로 인하여 1200 -

1300
o
C 구간의 압축강도의 상승폭이 1100-1200

o
C 구간보

다 현저히 떨어진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결과적으로, 지지체의 소결 기공률은 수축률 및 밀도가

증가할 때 감소하였고, 압축강도 결과는 기공률과 반대

경향으로 거동하였다. 동결주조 지지체의 기공률-압축강

도 사이의 관계에 대한 다수의 연구가 보고되어 있으나,

이 경우에 있어서 다공질 지지체의 압축강도는 기공률 이

외에 기공형상, 기공크기, 벽의 두께와 벽의 밀도를 포함

한 많은 변수에 의해서도 영향을 받기 때문에 단지 기공

률만을 고려하여 압축강도를 직접 비교할 수는 없다.
24)

그리고 앞선 연구자들이 다른 다공체 제조 방법을 사용

하여 제조한 HAp 지지체의 경우, camphene 법을 사용하

여 제조한 지지체는 56-65%의 기공률과 0.94-17 MPa의

압축 강도를 가졌으며
25)

 polymer sponge법을 사용하여 제

조한 지지체는 70.05-76.90%의 기공률과 5 MPa의 압축 강

도를 가졌다.
26)

 앞서 연구된 이러한 결과는 본 연구에서 제

조한 다공성 BCP 지지체와 비교하여 보면, 비슷한 기공률

에서 더 우수한 압축강도를 나타내는 것을 알 수 있었다.

4. 결  론

생체활성 소재인 HAp와 생체 분해성 소재인 β-TCP가

60 : 40으로 존재하는 BCP 분말을 공침법으로 합성하고,

이를 XRD 분석결과를 통하여 HAp와 β-TCP의 부피 분

율이 60 : 40 임을 RIR (reference intensity ratio) 값으로

계산하여 확인할 수 있었다. TBA-based freeze casting 기

술을 이용하여 TBA 용매의 응고방향을 따라서 긴 범위

에 걸쳐 발달한 상호 연결된 일축 배향성 기공채널과 골

격구조 내부에 함유되어 있는 젤 주조에 의한 미세기공

을 갖는 다공질 BCP 세라믹지지체를 제조할 수 있었다.

1200
o
C 소결한 다공성 BCP 지지체는 27.4-16.7 µm의 다

양한 크기의 기공을 가졌으며, 분말 첨가량이 증가할수록

지지체가 가지는 평균 기공의 크기는 감소하는 것으로 나

타났다. 그리고 제조한 다공성 BCP 지지체는 40.3-58.3%

의 기공률과 15.6 - 54.9 MPa의 압축 강도를 가졌으며, 분

말 첨가량이 증가할수록 기공률은 감소하고 압축 강도는

증가하였다. 20 vol%의 BCP 분말을 첨가하였을 경우

58.3%의 기공률과 15.6 MPa의 압축 강도로, 체내에 이식

되었을 때 지지체가 가지는 기공 구조를 가장 잘 유지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며, 다른 조건에 비하여 조직공학

용 다공성 지지체로서 더 적합한 기계적 특성을 가지는

것으로 보인다. 공정조건에 따라서 다양한 범위의 기공률

과 압축강도를 보유하는 다공질 소결체를 얻을 수 있었

고, 이를 바탕으로 하여 조직공학에서의 특정 요구 사항

에 대응하는 최적의 가공 조건을 선택 가능하게 된다. 일

반적으로, 다공체의 기공률은 다공성 구조의 열린 기공에

의한 것으로 비표면적과 침투성 등의 특성과 관련이 있

다. 따라서 기공률이 높은 다공체의 경우 높은 비표면적

을 제공하기 때문에 골조직 생성을 촉진시키는 경향이 있

으므로, 본 연구로 제작된 BCP 지지체는 골 조직공학용

지지체로 응용 가능성이 높다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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