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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Ceramics biomaterials are useful as implant materials in orthopedic surgery. In this study, porous

HA(hydroxyapatite)/β-TCP(tricalcium phosphate) composite biomaterials were successfully fabricated using HA/β-TCP

powders with 10-30 wt% NH4HCO3 as a space holder(SH) and TiH2 as a foaming agent, and MgO powder as a binder. The

HA/β-TCP powders were consolidated by spark plasma sintering(SPS) process at 1000 oC under 20 MPa conditions. The effect

of SH content on the pore size and distribution of the HA/β-TCP composite was observed by scanning electron

microscopy(SEM) and a microfocus X-ray computer tomography system(SMX-225CT). These microstructure observations

revealed that the volume fraction of the pores increased with increasing SH content. The pore size of the HA/β-TCP composites

is about 400-500 μm. The relative density of the porous HA/β-TCP composite increased with decreasing SH content. The

porous HA/β-TCP composite fabricated with 30%SH exhibited an elastic modulus similar to that of cortical bone; however,

the compression strength of this composite is higher than that of cortical bone.

Key words biomaterials, SPS, porous materials, hydroxyapatite, tricalcium phosphate.

1. 서  론

최근 노인 인구 증가와 더불어 관절염과 골다공증과 같

은 골질환 때문에 인공 뼈 임플란트에 관심이 증대하고

있다. 그러나 인체 내 뼈는 특수한 구조 및 기계적 성

질로 인해 대체가 어려운 실정이다. 이러한 이유로 생

체 경조직인 뼈 및 치아와 주성분과 유사한 수산화아파

타이트 [Ca10(PO4)6(OH)2; HA]를 생체재료로써 사용하고

자 다양한 연구가 수행되어 왔다.1) 이러한 인공 뼈의 경

우, 뼈의 수복재료로 이용하기 위해서는 인체 내 용해

도 또한 중요한 요소 중 하나다. 이러한 요구를 만족시

키기 위해 본 연구에서는 인체 내 생체분해능이 높다고

알려진 β-TCP(Tricalcium phosphate)를 이용하였다. 하지

만 경골(cortical bone)의 대체재로써 β-TCP 단독으로 이

용할 경우, 용해도가 너무 빨라 손상된 뼈가 회복되기

전에 용해되어버리는 문제가 발생한다.2) 이를 개선하기

위해 본 연구에서는 HA와 β-TCP 분말을 혼합하여 제

조하고자 한다. 이 밖에 생체재료로 이용되기 위해서는

탄성계수 및 골 내 성장 또한 중요한 요소이다.3) 이를

조절하기 위해 지지체(space holder(S.H.); NH4HCO3)를

β-TCP와 HA 혼합분말에 첨가한 후, 급속소결법 중 하

나인 SPS(Spark plasma sintering)를 이용하여 다기공 구

조의 시편을 제조하고자 한다. 그러나 난소결성 생체세

라믹 재료인 β-TCP의 비정상 입자성장을 억제하고 소

결을 촉진시키기 위하여 MgO를 소량 첨가하여 제조하

였다.4) 이와 더불어 미세기공을 형성시키고 기공의 표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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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도를 개선하여 세포흡착력을 증가시킨다고 알려진 TiH2

를 소량 복합 첨가하여 제조하였다.5) 

본 연구에서는 다양한 기공의 양과 크기를 조절하기 위

하여 주 지지체인 NH4HCO3량을 변화시켜 생체친화성이

높은 다기공 HA/β-TCP 생체세라믹 복합재를 급속소결

방법으로 제조하였다. 제조된 복합재의 밀도의 변화, 기

공의 크기 및 분포에 미치는 지지체 양의 영향을 조사

하고 이들 기공특성이 복합재의 기계적 성질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하였다.

2. 실험 방법

본 연구에서는 HA분말과 β-TCP분말을 무게 80 : 20의

비율로 혼합한 분말에 Space holder인 NH4HCO3를 10,

20, 30 g 첨가하고 거친 기공형성제인 TiH2, 소결 촉진

제인 MgO를 각각 2 g, 1 g씩 Table 1에서와 같이 첨가

하여 혼합분말을 제조하였다.

본 실험에서 사용된 분말들은 HA(10 μm), β-TCP(1

μm), NH4HCO3(120~200 μm), TiH2(10 μm), MgO(45 μm)

이며 혼합분말 제조 시에는 Space holder인 NH4HCO3

의 크기 및 모양의 변형을 방지하기 위해 볼을 사용하

지 않고 원통형의 polyethylene병에 넣은 후 혼합기계

(Mechanical mixer, ABB ACS100)를 이용하여 125RPM

의 속도로 24시간 동안 혼합하였다.

본 연구에서 사용한 SPS 공정 과정에 대한 개략도를

Fig. 1에 나타내었다. 균일하게 혼합된 분말을 실린더 모

양의 흑연다이(외경: 35 mm, 내경: 10.5 mm, 높이: 40

mm)에 충진 후 SPS 장치의 챔버 내부에 장착한다. 이

후, 10−2 torr의 진공분위기에서 20MPa의 일축압축을 실

시하였으며, 승온속도는 100 oC/min으로 1000 oC까지 상

승시킨 후, 시편의 치밀화가 충분히 이루어질 때까지 10

분 동안 유지시켰다. 이 후, 압력을 제거하여 기공 형

성을 용이하도록 노 내에서 냉각을 실시하였고 이는

Table 2에 나타내었다. 지지체(NH4HCO3)는 저온에서 분

해되며 복합재에 잔존하지 않고 모두 제거된다고 보고

되어있다.7)

제작된 소결체는 주사전자현미경(JMS-6400: SEM)을

이용하여 각 상의 분포, 형태 및 기공의 크기와 형태를

조사하였다. 특히 기공의 분포와 기공율을 살펴보기 위

해 ASTM C20-00에 명시되어 있는 방법을 이용하여 밀

도를 측정하였고 복합재 내 기공분포와 평균 기공의 크

기를 측정하기 위하여 Micro-focus X-Ray CT장비(SMX-

225 CT)를 사용하였으며 100 kV의 전압과 130 μA의 전

류의 조건으로 20 μm 간격으로 촬영을 실시하였다. 또한

XRD(X-Ray Diffractometer: Rigaku Instrument Japan,

D/MAX 2500)를 이용하여 복합재의 정성분석을 실시하

였다. XRD는 Cu-Kα 타겟을 이용하여 20~80o의 범위에

서 4o/min의 속도로 40 kV의 전압과 30 mA의 전류로

실시하였다. 경도는 로크웰 경도계(HRf)로 60 kgf 하중 하

에서 측정하였고, 압축강도는 만능시험기(Universal Testing

Machine at High Temperature and High Velocity; UTM)

를 이용하여 0.5 mm/min의 변위속도로 측정하였으며 탄

성계수는 압축강도 시험 시, stress-strain 곡선으로부터 탄

성영역 내 응력(stress)과 변형도(strain)의 비율로 계산하

였다. 

3. 결과 및 고찰

Fig. 2는 혼합분말의 SEM 조직관찰 결과를 나타내었

다. 그림을 보면 구형의 β-TCP 및 HA, NH4HCO3 분말

입자가 관측되었으며 서로 다른 크기를 갖는 분말들로

인해 조밀하고 균질하게 혼합되어 있는 것이 관측되었다. 

Fig. 3은 혼합분말 및 소결체의 XRD분석 결과이다. 혼

합분말을 소결함에 따라 결정질의 소결체를 얻을 수 있

었고, 첨가한 원소 이외의 다른 상은 관측되지 않았다.

이는 즉, 소결에서 다른 상변화가 일어나지 않는 것을

의미한다. 또한, TiH2 피크가 소결체에서 발견되지 않았

Table 1. Composition of specimens(wt%).

HA β-TCP NH4HCO3 TiH2 MgO

Type 1 70 17 10 2 1

Type 2 62 15 20 2 1

Type 3 54 13 30 2 1

Ref. 79.2 19.8 - - 1

Fig. 1. Schematic diagram of SPS.
6)

Table 2. SPS conditions for fabricating specimens.

Vacuum

(torr)

Pressure

(MPa)

Heating rate

(
o
C/min)

Holding

time (min)

Temperature

(
o
C)

10
−2

20 100 10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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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데 이는 TiH2는 430 oC에서 산화가 일어나며 분해되

기 때문으로 사료된다.8) 본 연구에서는 소결온도를 1000
oC까지 실시하였기 때문에 TiH2가 완전하게 반응하여 분

해되어 소멸되었기 때문으로 사료된다.

Fig. 4는 시편의 표면 SEM 조직관찰결과를 나타내었

다. 지지체(NH4HCO3; S.H.) 양이 증가함에 따라 형성된

기공의 크기가 증가하였으며, 개기공 및 거친 기공과 미

세기공이 형성된 것을 볼 수 있다. 이 미세 기공 및 기

공표면을 자세히 관찰하기 위해 표면 기공의 확대된 SEM

image 결과를 Fig. 5에 나타내었다. 이를 보면 지지체를

첨가한 복합재의 경우, 지지체를 첨가하지 않은 복합재와

다르게 기공의 내부에 표면거칠도가 높은 기공을 얻을

수 있었다. 이 후 복합재 내 기공 형상을 관찰하기 위

해 시편의 종단면을 절단하여 관찰한 SEM image를 Fig.

6에서 나타내었다. 기공형성제의 양이 증가함에 따라 복

합재 내 미세기공이 분포되어있는 것이 관측되었으며 표

면뿐만 아니라 내부의 기공도 또한 증가함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고 배율에서 관찰한 Fig. 6(e)에서 형성된 기

공의 상호연결성이 증가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는

앞서 언급한 대로, TiH2의 영향으로 혼합분말을 소결함

에 따라 Ti가 산화되며 수소가 탈착(desorption)되어 이

동하여 기공표면의 거칠도 및 내부 기공의 상호연결성

이 증가된 것으로 사료된다.8) 이러한 현상의 전반적인 영

향을 확인하기 위하여 CT촬영한 결과를 Fig. 7에 나타

내었고, Table 3에 CT촬영으로 측정한 각 시편의 평균

기공 크기를 나타내었다. 지지체 양이 증가함에 따라 기

Fig. 2. The SEM images of none of S.H. added (a), 10 % S.H. added (b), 20 % S.H. (c) added and 30 % S.H. added HA/β-TCP

powders(S.H. = Space holder).

Fig. 3. The XRD results of mixed powders (a) and sintered HA/β-TCP composites (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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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분포가 증가하며 평균 기공 크기가 466에서 525 μm

으로 증가한 것이 관측되었다. 지지체를 20 % 첨가한 복

합재의 경우, 기공이 눌린 형태가 관측되었는데, 이는 소

결 시, 20MPa의 일축압력을 가했기 때문이며 그로 인해

기공의 상호연결성도 증가된 것으로 사료된다.

Table 4는 소결체의 이론밀도에 대하여 상대밀도를 측

정한 결과다. 지지체의 양이 증가함에 따라 상대밀도가

88.8 %에서 64.6 %로 감소하는 것은 기공량의 증가로 소

결이 지연되고 아울러 밀도도 감소되었다고 판단된다. 밀

도가 감소하면 Fig. 8에서와 같이 경도 값도 126HRF에

서 120HRF으로 감소되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지지

체의 첨가하는 양이 증가함에 따라 기공의 크기와 양이

Fig. 4. The SEM images of sintered none of S.H. added (a), 10 % S.H. added (b), 20 % S.H. added (c) and 30 % S.H. added (d) HA/

β-TCP composites(Surface area).

Fig. 5. The morphology of porosity of none of S.H. added (a), (b), 30 % S.H. added (c), (d) HA/β-TCP composites(Surface a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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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가하기 때문에 경도가 감소한 것으로 사료된다. 이 중

에서 경도가 가장 낮은 지지체를 30 %를 첨가한 시편

의 압축시험 결과를 Fig. 9에 나타내었다. Stress-strain

곡선을 보게 되면, 탄성변형 영역을 지나 항복점 이후

변형률이 증가되어도 응력이 일정한 부분이 존재하는 것

을 볼 수 있다. 이는 압축시험을 함에 따라 시편 내 압

축이 가해지고 시편 내 기공이 파괴되어 변형률은 증가

하여도 일정한 응력을 받기 때문으로 생각된다. 이 시

험결과로 얻은 압축강도 및 탄성계수를 경골 및 인공관

절로 널리 쓰이고 있는 Ti과 비교하여 Table 5에 나타

내었다. 경골과 비교했을 때, 본 시편의 경우 23.5GPa

로 경골(12-20GPa)과 비슷한 영률을 가지면서 경골의 압

축강도(150MPa) 보다 높은 압축강도(290MPa)를 갖는 것

을 볼 수 있다. 이는 Liu의 연구에 따르면 β-TCP 입자

가 세라믹 복합재 내에서 젖음성이 우수하여 기계적 성

질을 향상시킨다는 보고가 있다.9) 따라서 본 연구에서도

β-TCP의 영향으로 경골과 비교하여 높은 압축강도를 얻

었던 것으로 사료된다.

4. 결  론

다양한 기공의 양과 크기를 조절하기 위하여 주 지지

체인 NH4HCO3 량을 변화시켜 생체친화성이 높은 다기

공 HA/β-TCP 생체세라믹 복합재를 급속소결법 중 하나

Fig. 6. The SEM images of none of S.H. added (a), 10 % S.H. added (b), 20 % S.H. added (c) and 30 % S.H. added HA/β-TCP composites

(Cross section, (e): magnified SEM image of (d)).

Fig. 7. 3D-CT images of none of S.H. added (a), 10 % S.H. added

(b), 20 % S.H. added (c) and 30 % S.H. added HA/β-TCP com-

posites.

Table 3. The mean pore size of HA/β-TCP composites. 

Sample Mean pore size(μm)

None of S.H.  2

10 % S.H. 466

20 % S.H. 492

30% S.H. 525

Table 4. Composition and physical properties of sintered none of

S.H. added (a), 10 % S.H. added (b), 20 % S.H. added (c) and

30 % S.H. added HA/β-TCP composites.

Sample
Composition (wt%) Theoretical 

density (g/cm3)

Relative

density (%)S.H.(NH4HCO3)

a 0 3.514 88.8

b 10 4.424 72.3

c 20 4.502 69.7

d 30 4.740 6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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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 SPS(spark plasma sintering)를 이용하여 성공적으로

제조하였으며 제조된 복합재의 밀도의 변화, 기공의 크기

및 분포에 미치는 지지체의 양의 영향을 조사하고 이들

기공특성이 복합재의 기계적 성질에 미치는 영향을 조

사하였다.

1) HA/β-TCP 혼합분말을 MgO첨가와 급속소결을 이

용하여 입자크기가 서로 다른 분말들을 혼합하여 성공

적으로 다기공 HA/β-TCP 생체세라믹 복합재를 제조할

수 있었다.

2) TiH2를 첨가함에 따라 거친 표면을 갖는 기공과 기

공간의 상호연결성을 갖는 개기공 시편을 제조할 수 있

었다.

3) 지지체인 NH4HCO3를 30 % 첨가한 복합재의 경우,

경골과 비슷한 탄성계수를 가지면서 β-TCP의 영향으로

경골보다 높은 압축강도를 얻을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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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5. Characteristics of bone tissue and prosthetic bone materials.

Material
Density

(g/cm
3
)

Modulus

(GPa)

Strength

(MPa)

Cortical Bone 

[10]
1.6-2.0 12-20 150

Titanium [10] 4.4-4.7 106 780-1050

30 % S.H. added 

specimen

(in this study)

3.06 23.5 291.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