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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초록

연구목적: 수산화아파타이트는 뼈의 무기질 성분과 유사하고 골

전도성을 보여서, 오랫동안 골 충진재로 사용해왔다. 하지만 고 결

정성 수산화아파타이트는 이종골과 같은 저 결정성 탄산아파타이

트에 비해 골 전도도가 낮아서 환자의 회복기간이 길어지는 단점

이 있다. 따라서 수산화아파타이트의 골 전도성을 향상시키기 위

해 다양한 합성방법이 연구가 되어왔다. 이온치환법도 수산화아파

타이트의 골 전도성을 향상시켜주는 방법 중 하나로 알려져 있는

데, 수산화아파타이트의 칼슘 자리를 소듐이온으로 인산자리를 실

리케이트 이온으로, 수산화자리를 염소이온으로 치환했을 때 골

전도도가 높아졌다는 보고가 있었다.

본 연구의 목적은 수산화아파타이트의 칼슘 자리를 포타슘으로

치환한 포타슘 치환 수산화아파타이트를 합성하고 이의 생체활성,

즉 저 결정성 탄산아파타이트의 생성능을 의사체액(simulated

body fluid) 중에서 평가하는 것이다.

연구방법

1) 포타슘 치환 수산화아파타이트의 합성

수산화아파타이트의 칼슘을 포타슘으로 치환한 포타슘 치환 수

산화아파타이트는 수산화칼슘과 질산칼륨 혼합 현탁액에 인산을

적하시켜 합성하였고, 그 후 이를 몰드를 이용하여 지름 1센티, 높

이 2미리 크기의 디스크 형으로 만든 뒤 1100도에서 소결하였다.

이때 반응식은 다음 식 (1)과 같다.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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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포타슘 치환 수산화아파타이트의 미세조직 및 상 분석

Field Emission Scanning Electron Microscope(FE-SEM)과

X-ray diffractometer(XRD), 및 FT-IR을 이용하여 미세조직, 상,

및 작용기를 각각 확인하였다.

3) 의사체액 (Simulated Body Fluid)에서의 저 결정성 탄산아파타

이트 형성 평가

실험군인 디스크 형의 포타슘 치환 수산화아파타이트와 대조군

인 순수한 수산화아파타이트를 체 내 유사한 환경인 의사체액에

3시간, 6시간, 9시간, 1일, 3일, 7일 담지한 후 저 결정성 탄산아파

타이트의 형성을 평가하였다.

결과: 수산화아파타이트의 칼슘자리를 포타슘으로 치환한 포타슘

치환 수산화아파타이트가 성공적으로 합성되었다. 포타슘 치환 수

산화아파타이트는 의사체액 평가 결과 순수 수산화아파타이트보다

뛰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소듐치환 수산화아파타이트의 보고에 의

하면, 칼슘을 포타슘으로 치환 시, 총 시스템 에너지가 수산화아파

타이트보다 높아지면서, 용해도가 높아지고 생체활성이 증가되는

것으로 믿어진다.

결론: 우수한 생체활성으로 인해 포타슘 치환 수산화아파타이트는

골이식재로의 사용이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된다.

주요어 : 포타슘, 치환, 수산화아파타이트, 저 결정성 탄산 아파타이트,

의사체액, 생체활성

학 번 : 2013-22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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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수산화아파타이트는 변형된 형태인 저 결정성 탄산아파타이트로 인간

의 뼈와 치아를 주로 구성한다. 인간의 뼈는 저 결정성 탄산아파타이트

가 무게로는 약 70% 부피로는 약 50%를 차지한다. 실제로 뼈는 수산화

아파타이트 격자에서 칼슘과 인이 다른 이온으로 많이 교체되어 있다.

골내 이온의 치환양은 이온별로 다른데, 탄산의 치환양은 무게 기준으로

2~8%로 높은 편이고, 그 다음으로 마그네슘과 소듐이 치환양이 많다.

ppm 수준으로 소량의 실리콘, 스트론튬, 아연, 납이 골로 대체된다. 수산

화아파타이트는 뼈의 무기질 성분과 유사하고 골 전도성을 보여서, 오랫

동안 골 충진재로 사용해왔다.

골 충진재는 자가골, 동종골, 이종골, 합성골 네 가지로 분류된다. 자

가골과 동종골은 합병증을 피할 수 있고 골 형성 능력이 높지만, 취득이

용이하지 않고 양이 충분하지 않다. 이종골은 골 전도성이 좋고 공급이

충분하며 가격이 저렴하나, 잔류단백질에 의해 염증이 생기는 단점이 있

다. 합성골은 가격이 저렴하고 대량생산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지만, 분

해가 잘되고 골 형성능이 떨어져 환자의 회복기간이 길어지는 단점이 있

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수산화아파타이트 합성에 다양한 변화를 주는

방법들이 연구가 되어왔다. 이 방법에는 소결온도를 낮추는 방법
6
, 전기

적으로 극성을 띄게 하는 방법
7
, 결정의 크기를 작게 하는 방법

8
, 다공성

의 구조를 가지게 하는 방법9, 이온치환법10 등이 있다. 이번 연구에서는

이온치환법을 적용하여 합성골을 제작했다.

수산화아파타이트 단위격자는 10개의 칼슘, 2개의 수산화이온, 6개의

인산으로 구성된다. 칼슘자리는 스트론튬, 바륨, 납, 포타슘, 소듐으로,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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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자리는 탄산이나 실리케이트 이온, 수산화이온자리는 염소, 불소 등으

로 치환될 수 있다.
12
수산화아파타이트의 칼슘을 소듐으로 치환 시, 칼

슘이온은 2가인데 소듐이온은 1가여서 전하불균형이 생긴다. 이를 해소

하기 위해 음이온도 다른 이온으로 치환되고 빈 공간이 생긴다. 이러한

구조는 열역학적으로 불안정해서 합성물은 에너지적으로 안정화되기 위

해 용해되고, 용액 내 이온농도가 높아진다. 이온의 농도가 과포화 농도

에 도달하면 골의 침착이 시작된다. 이렇게 이온치환된 수산화아파타이

트는 열역학적으로 불안정해져서 쉽게 과포화농도에 도달하고 골 형성

능력이 높아진다.
10

기존 연구에 따르면, 수산화아파타이트의 칼슘 자리를 소듐이온으로

1
, 인산자리를 실리케이트 이온으로

11
, 수산화자리를 염소이온으로

2
치환

했을 때 골 전도도가 높아졌다는 보고가 있다. 이렇게 이온치환법으로

다양한 골 충진재가 합성되었고 이의 골 전도도에 대해 많은 연구가 있

었지만, 구조적인 분석을 바탕으로 골 충진재의 생체활성을 연구한 논문

은 아직 많지 않다. 결함화학을 바탕으로 이온치환된 수산화아파타이트

를 분석한 연구로는, 소듐 치환 수산화아파타이트와 염소 치환 수산화아

파타이트에 대한 연구가 있다.1,2 논문에 따르면 소듐 치환 수산화아파타

이트와 염소 치환 수산화아파타이트 모두 골 전도도가 높다.

이 연구의 목적은 기존의 수산화아파타이트의 칼슘자리를 포타슘으

로 치환시켜서 포타슘 치환 수산화아파타이트를 합성하고 이의 생체활성

을 평가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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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연구대상 및 방법

1. 포타슘 치환 수산화아파타이트의 합성

포타슘 치환 수산화아파타이트는 수산화칼슘과 질산칼륨 혼합 현탁

액에 인산을 적하시켜 합성했다. 합성에 사용된 수산화칼슘과 질산칼륨,

인산의 몰비율은 9.75:0.25:6이다. 이때 반응식은 다음 식 (1)과 같다.

   

 
(1)

5.409g의 수산화칼슘, 5.174g의 인산, 0.159g의 질산칼륨을 준비했다.

각각 1M가 되도록 증류수를 각각 73.1g, 52.8g, 1.57g 씩 준비하여 혼합

했다. 포타슘 치환 수산화아파타이트를 합성하기 위해, 준비한 1M 수산

화칼슘과 1M 질산칼륨 용액을 혼합했다. 상온에서 1M 인산을 혼합액에

천천히 적하했다. 매 반응은 자석교반기에 의해 충분히 반응될 때까지

기다렸다. 반응물은 70도에서 3일간 건조시켰다.

생체활성 실험을 위해 분말형의 포타슘 치환 수산화아파타이트를 몰

드를 이용하여 디스크 형으로 만들었다. 이때 20MPa의 압력을 가해 지

름 10미리미터, 높이 2미리미터 크기의 포타슘 치환 수산화아파타이트

디스크를 제조했다. 그 후 1100도에서 3시간 동안 소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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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미세조직 및 상 분석

소결 후 합성물을 주사전자현미경(Field Emission Scanning Electron

Microscope, 이하 FE-SEM이라 칭함)으로 촬영하여 결정의 미세조직을

관찰했다. X선 회절분석기(X-ray diffractometer, 이하 XRD라 칭함)를

이용하여 상 분석을 했고, 적외선분광광도계(Fourier Transformed

Infrared Spectroscopy, 이하 FTIR이라 칭함)를 이용하여 작용기 분석을

했다.

X선 회절분석을 위해 소결된 생성물을 XRD plate에 담고 ethanol과

혼합하여 편평하게 만들었다. 에탄올을 건조시켰다. XRD 기계를 분석

범위(20-45°)와 간격(0.02°)을 설정했다.

FTIR을 이용하여 재료의 작용기 분석을 시행했다. 분석과정에서 시료

와 브롬화칼륨(KBr)이 혼합되는데, 스펙트럼 내 브롬화칼륨에 의한 배경

잡음(background noise)을 제거하기 위해 브롬화칼륨의 작용기 분석을

먼저 시행했다. 그 후 포타슘 치환 수산화아파타이트를 1일 동안 건조시

키고 0.002g의 시료와 0.5g의 브롬화칼륨 분말과 혼합하여 0.15g 혼합물

을 펠렛(pellet)으로 만들었다. 펠렛 형태의 시료를 FTIR로 파수 400cm
-1

- 4000cm-1범위에서 측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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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의사체액에서의 저 결정성 탄산아파타이트 형성

평가

의사체액은 인간 혈장의 무기물 성분과 조성이 유사한 액체이다.

CaCl2, K2HPO4⦁3H2O,NaCl, NaHCO3, KCl, MgCl2⦁6H2O, Na2SO4로 구

성되어 있다. 오랜 실험 결과, 의사체액에서 생체활성이 있으면 실제 몸

속에서도 골이 형성된다는 보고가 있다. 의사체액에 포타슘 치환 아파타

이트가 용해되어 과포화농도에 도달하면, 표면에 저 결정성 탄산아파타

이트가 생성된다.

몰드를 이용하여 디스크화한 포타슘 치환 수산화아파타이트를 36.5℃

하에 30ml 의사체액(pH 7.25)이 담긴 용기에 3시간, 6시간, 9시간, 1시간,

3일, 7일 담지 했다. 일정시간 후 용기에서 꺼낸 디스크형의 시료를 증류

수로 5회 가볍게 수세하고 건조했다. 그 후 표면에 형성된 저 결정성 탄

산아파타이트를 SEM으로 촬영하여 관찰했다. 그리고 표면은 박막 모드

(thin film mode)의 XRD로 상 분석을 수행하였다.

대조군인 순수 수산화아파타이트도 체내 유사한 환경인 의사체액(pH

7.25)에 3시간, 6시간, 9시간, 1시간, 3일, 7일 담지한 후, FE-SEM을 이

용하여 표면에 형성된 저 결정성 탄산아파타이트의 형태와 양을 평가했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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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연구 결과

포타슘 치환 수산화아파타이트를 합성한 후 형성된 결정을 평가하기

위해 XRD로 상 분석 결과(그림 1) 모두 저 결정성 아파타이트 상이었

다.

포타슘 치환 수산화아파타이트 격자 내 포타슘의 결합을 평가하기 위

해 적외선분광광도계(FT-IR)로 작용기 분석을 했다.(그림 2) 인산(PO4)

의 asymmetrical stretching(v3)와 bending(v4)이 v3는 1095cm
-1
와

1034cm-1에서, v4는 605cm-1와 566cm-1에서 나타났다. 인산의

symmetrical stretching mode가 v1은 962cm
-1
에서, v2는 470cm

-1
에서 보

였다. 수산화기(OH)의 stretching mode는 3570cm
-1
에서 발견되었다. 물

의 bending과 OH envelop은 1633cm-1와 3437cm-1에서 보였다. 마찬가

지로 탄산(CO3)의 stretching mode는 1456cm
-1
(v3)에서 1421cm

-1
(v1)에

서, bending mode은 874cm-1(v2)에서 관찰되었다. 탄산의 흡수밴드는 포

타슘 치환 수산화아파타이트의 흡수밴드가 순수 수산화아파타이트의 흡

수밴드보다 컸다.

포타슘 치환 수산화아파타이트와 순수 수산화아파타이트를 1100도에서

3시간 동안 소결했다. 소결된 합성물을 XRD로 상 분석을 시행했다.(그

림 3) 두 샘플 모두 수산화아파타이트의 구조를 보였고, 소결 전과 비교

시 결정도가 높아진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소결 후 포타슘 치환 수산화아파타이트와 순수 수산화아파타이트의 구

조 변화를 평가하기 위해 적외선분광광도계(FT-IR)로 작용기 분석을 했

다.(그림 4) 두 합성물 모두 인산의 asymmetrical stretching(v3)와

bending(v4)이 v3는 1092cm-1와 1047cm-1에서, v4는 602cm-1와 571cm-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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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 나타났다. 인산의 symmetrical stretching mode가 v1은 961cm
-1
에

서, v2는 472cm
-1
에서 보였다. 수산화기(OH)의 stretching과 liberation

mode는 3569cm-1와 635cm-1에서 각각 발견되었다. 소결전과는 달리 소

결 후 포타슘 치환 수산화아파타이트에서 3542cm
-1
와 667cm

-1
, 447cm

-1

에서 새로운 band가 발견되었다. 이는 각각 ···O·OH·O···, ···HO:OH···,

Ca3―O작용기의 파수이다.

포타슘 치환 수산화아파타이트와 순수한 수산화아파타이트를 체내 유

사 환경인 의사체액에 3시간, 6시간, 9시간, 1일, 3일 7일 담지한 후

FE-SEM을 이용하여 표면에 형성된 저 결정성 탄산아파타이트의 형태

와 양을 평가했다. 순수 수산화아파타이트는 생체활성 실험 시 결정 표

면에 저 결정성 탄산아파타이트가 거의 형성되지 않는 것을 볼 수 있었

다. (그림 5) 반면 포타슘 치환 수산화아파타이트는 시간이 지날수록 결

정 표면에 저 결정성 탄산아파타이트의 형성양이 증가하는 것을 확인했

다. (그림 6) 3시간 후, 소량의 작은 아파타이트 결정이 표면에 생성되었

다. 시간이 지날수록 결정의 수가 증가하는 것을 볼 수 있었다. 1일 후에

는 저 결정성 탄산아파타이트가 선명하게 보인다. 3일 후에는 바늘 모양

의 저 결정성 탄산아파타이트가 아래표면을 모두 덮었고, 7일 후에는 아

래 표면의 형상을 알아볼 수 없을 만큼 저 결정성 탄산아파타이트가 많

이 형성되었다.

생체활성 실험 시 시간별로 수산화아파타이트의 표면을 박막모드

XRD로 상 분석했다. (그림 7) 소결 직 후 고결정도의 포타슘 치환 수

산화아파타이트만 있으나, 시간이 지날수록 합성물 표면에 저 결정성 탄

산아파타이트가 침착돼 쌓여서 결정도가 낮아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

다. 7일 째에는 SEM 사진 분석과 마찬가지로 표면을 모두 저 결정성

탄산아파타이트가 형체를 알아볼 수 없을 만큼 두껍게 도포돼 쌓여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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XRD 분석 결과 결정도가 매우 낮게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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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토의

이 연구는 수산화아파타이트의 칼슘을 포타슘으로 치환 시 생체활성에

주는 영향에 대한 것이다. 먼저 포타슘 치환 수산화아파타이트를 합성하

고 몰드로 디스크형으로 만들었다. 이 후 의사체액에 담지하여 표면에

형성되는 저 결정성 탄산아파타이트를 SEM으로 관찰했다.

포타슘 치환 수산화아파타이트는 수산화칼슘과 인산, 질산칼륨이 몰비

율 9.75:6:0.25로 반응하여 형성되었다(그림 1, 그림 2). 식 1에서 포타슘

자리에 포타슘이온이 치환될수록 (x가 증가할수록) 인산이 탄산이온으로

대체되는 것을 볼 수 있다(식 2). 이는 총 전하량의 균형을 맞추기 위한

것이다. 2가 양이온인 칼슘자리에 1가 양이온인 포타슘 이온이 들어가면

상대적으로 -1 전하를 띄는데, 이를 보상하기 위해 3가 음이온인 인산

대신 2가 음이온인 탄산이 격자내로 들어가 상대적인 +1 전하를 만든다

(식 3).

      (2)

 
 

 (3)

칼슘이 포타슘으로 치환된 것은 소결 전 포타슘 치환 수산화아파타이

트가 순수 수산화아파타이트보다 포함된 탄산의 양이 증가한 것으로 간

접적으로 확인할 수 있었다(그림 2). 이것은 소결 전 FTIR 스펙트럼에서

포타슘 치환 수산화아파타이트의 탄산 흡수밴드가 순수 수산화아파타이

트의 탄산 흡수밴드보다 큰 것에서 유추할 수 있었다. 수산화아파타이트

내 탄산이온은 공기 중 이산화탄소가 증류수에 녹아 생긴 것인 반면, 포

타슘 치환 수산화아파타이트는 추가로 포타슘 치환에 의해 형성된 전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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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 탄산이온이 격자 내에 더 포함되어 탄산의 흡수

밴드가 더 높게 나타난 것으로 생각된다.

합성물을 1100도에서 3시간 소결하자, 포타슘 치환 수산화아파타이트

내 탄산이온이 이산화탄소 가스로 전환되어 격자에서 제거되었다. 이는

그림4의 소결 후 FTIR 스펙트럼에서 간접적으로 확인할 수 있었다.

FTIR 스펙트럼은 수산화아파타이트 내 포타슘 치환을 간접적으로 보여

준다. 소결 전 FTIR 스펙트럼에서 탄산(CO3)의 stretching mode는

1456cm-1(v3)와 1421cm-1(v1)에서, bending mode는 874cm-1(v2)에서 관찰

되는 반면, 소결 후 FTIR 스펙트럼에서는 탄산 피크가 관찰되지 않았다.

이것으로 시료가 소결된 후에 탄산이온이 격자에서 방출된 것으로 생각

할 수 있었다.

의사체액에서의 생체활성실험 결과, 순수 수산화아파타이트보다 포타

슘 치환 수산화아파타이트의 표면에서 저 결정성 탄산아파타이트 결정이

더 많이 형성되었다(그림 5와 그림 6). 포타슘 치환 수산화아파타이트는

의사체액에 담지 된지 3시간 후부터 표면에 매우 소량의 저 결정성 탄산

아파타이트가 발견되었고, 3일 후부터는 형태가 분명한 바늘모양의 결정

이 나타났다[그림 6(a)와 그림 6(e)]. 3일 후에는 저 결정성 탄산아파타이

트가 합성물의 표면을 모두 덮어서 원래 결정의 형상을 알아볼 수 없었

다. 하지만 순수 수산화아파타이트는 생체활성 실험동안 결정이 거의 형

성되지 않았다. 이러한 경향은 박막 모드 XRD(TF-XRD) 그래프(그림

7)에서 시간이 지날수록 피크가 낮아지는 것을 통해 확인할 수 있었다.

그림 7의 가장 아래에 있는 그래프는 소결 직후의 XRD 그래프로 결정

도가 높은 포타슘 치환 수산화아파타이트만이 존재하여 피크가 매우 높

다. 그림 7에서 그래프가 위쪽에 위치할수록 시간이 많이 지난 것을 의

미하는데, 1일과 3일 후에는 피크의 높이가 급격하게 낮아진다. 이는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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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정성 탄산아파타이트가 고결정성 아파타이트의 표면을 덮어서 결정도

가 낮아진 것이다. 7일 후에는 3일 후보다도 피크가 더 낮아졌다. 저결정

성 탄산아파타이트가 두꺼운 두께로 아래의 고결정성 아파타이트를 덮어

서 박막 모드 XRD 분석시 결정도가 3일 후보다도 더 낮게 나타난다.

디스크형의 포타슘 치환 수산화아파타이트가 순수 수산화아파타이트보

다 의사체액에 빠르게 용해되고, 과포화농도에 쉽게 도달하여, 디스크형

의 샘플 표면에 저 결정성 탄산아파타이트가 빠르게 형성되었을 것으로

생각된다. 반면 순수 수산화아파타이트는 이온들이 거의 유리되지 않아

의사체액 내 이온 농도가 거의 변하지 않았을 것이고, 실험기간 동안 과

포화농도에 도달하지 못하여 표면에 저 결정성 탄산아파타이트를 형성하

지 못했을 것으로 생각된다.

의사체액에서 포타슘 치환 수산화아파타이트와 수산화아파타이트의 용

해도 경향은 토탈 에너지 시스템과 결정 구조와 구성 원자간 결합에너지

를 바탕으로 설명될 수 있다. 기존의 소듐 치환 수산화아파타이트에 대

한 논문을 바탕으로1, 포타슘 치환 수산화아파타이트의 총 에너지는 순

수 수산화아파타이트의 총 에너지보다 높을 것으로 추측할 수 있다. 결

정의 총 에너지와 구성 원자의 결합에너지를 안다면, 포타슘 치환 수산

화아파타이트가 수산화아파타이트보다 의사체액에서 용해도가 높은 것을

열역학적으로 설명할 수 있다. 그러나 포타슘과 소듐은 전하량만 같고

이온의 크기가 다르므로 총 에너지에 대한 정확한 분석을 위해서는 토탈

시스템 에너지 계산 과정이 필요하다. 이는 기존의 소듐 치환 수산화아

파타이트에 대한 논문과 같이 ab initio 프로그램으로 토탈 시스템 에너

지 계산을 시행해야 한다.

Katsuyuki Matsunaga와 Hidenobu Murata가 보고한 ‘수산화아파타이

트 내 소듐이온 및 포타슘이온 치환에 드는 형성 에너지’에 대한 논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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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하면
4
, 포타슘 치환 수산화아파타이트는 소듐 치환 수산화아파타이트

보다 수산화아파타이트로부터 형성되는데 필요한 에너지가 더 크다. 이

는 칼슘이온과 치환이온 간 이온 크기의 차이가 결함 형성 에너지

(defect formation energies)를 결정하기 때문이다. 소듐이온의 크기는

97pm, 칼슘이온의 크기는 99pm으로12 칼슘이온이 소듐이온보다 조금 크

지만 크게 차이나지 않는다. 반면 포타슘 이온의 크기는 133pm으로 칼

슘이온의 크기와 차이가 많이 난다. 따라서 소듐이온은 칼슘이온과 이온

크기 차이가 크지 않으므로 결함 형성 에너지가 작고, 포타슘이온은 칼

슘이온과 이온크기 차이가 크므로 결함 형성 에너지가 크다. 여기서 결

함 형성 에너지(∆ )란, 원래 격자의 총 에너지( )와 치환에

의해 결함이 생긴 격자의 총에너지( def, q는 치환에 의해 생긴

결함의 전하량) 간의 차이를 말한다(식4, 는 치환된 이온의 종류, 는

전하량이 감소할 때 -1 증가할 때 +1, 는 이온 의 화학 포텐셜).

∆  def


 (4)

즉 소듐 치환 수산화아파타이트를 형성할 때보다 포타슘 치환 수산화아

파타이트를 형성할 때 더 많은 에너지가 든다고 볼 수 있다.

생체활성을 기준으로 비교하면, 소듐치환 수산화아파타이트의 생체활

성이 포타슘치환 수산화아파타이트의 생체활성보다 활성도가 높다. 두

시료를 같은 환경에서 의사체액에 담지하고 시간 별로 결정의 표면에 형

성된 저 결정성 탄산아파타이트의 양을 SEM 촬영 후 비교해보면
1
소

듐 치환 수산화아파타이트는 3시간 후에 바늘 형태의 결정이 표면에 형

성된 반면, 같은 환경에서 포타슘 치환 수산화아파타이트는 3일 후에야

소듐 치환 수산화아파타이트보다도 적은 양의 결정이 표면에 생성되었

다. 그리고 순수 수산화아파타이트는 실험 기간 동안 표면에 저 결정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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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산아파타이트가 형성되지 않았다. 이로부터 생체활성은 소듐 치환 수

산화아파타이트, 포타슘 치환 수산화아파타이트, 순수 수산화아파타이트

순으로 크다고 볼 수 있다. 하지만 골 전도성을 논의하기 위해서는 포타

슘 치환 수산화아파타이트의 생체 내 실험을 시행해야 한다.

종합적으로 포타슘 치환 수산화아파타이트는 순수 수산화아파타이트보

다 생체활성도가 높다. 의사체액 담지된 포타슘 치환 수산화아파타이트

표면의 저 결정성 탄산아파타이트 형성 증가는 용해도 증가에 의한 것이

다. 이는 수산화아파타이트가 칼슘자리가 포타슘으로 치환되면서 총 에

너지가 높아졌기 때문이다. 이렇게 포타슘 치환 수산화아파타이트의 생

체 외 실험은 골 충진재로서의 가능성이 높게 나타났지만, 생체 내에서

골 충진재로서의 기능을 평가하기 위해서 추가적으로 골 전도도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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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결론

포타슘 치환 수산화아파타이트를 새로이 합성하고 이의 생체활성을

의사체액 중에서 평가하였다. 그 결과, 칼슘이 포타슘으로 치환되면서,

토탈 시스템 에너지가 순수 수산화아파타이트보다 높아지게 되고, 그에

따라 용해도가 높아지면서 생체활성이 증가되는 것으로 믿어진다.

따라서 이러한 우수한 생체활성으로 인해 포타슘 치환

수산화아파타이트는 골 이식재로의 사용이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된다.

추가적으로 동물실험에서 포타슘 치환 수산화아파타이트의 골 전도도가

실제로 높은가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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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소결되기 전 포타슘 치환 수산화아파타이트(KAp) 분말의 XRD

그래프이다. (빨간색: 수산화아파타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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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소결되기 전 포타슘 치환 수산화아파타이트(KAp) 분말의 적외선

분광광도계 스펙트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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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 소결전과 소결후 포타슘 치환 수산화아파타이트(KAp) 분말의

XRD 그래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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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 소결 후 포타슘 치환 수산화아파타이트(KAp) 분말의 적외선분광

광도계 스펙트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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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 순수 수산화아파타이트는 생체활성 실험시 결정 표면에 저 결정

성 탄산아파타이트가 거의 형성되지 않는다. 위 사진은 순수 수산화아파

타이트가 의사체액에 담지되었을 때, 시간대 별로 결정 표면을 SEM촬

영한 것이다. (a) 3시간, (b) 6시간, (c) 9시간, (d) 1일, (e) 3일, (f) 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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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 포타슘 치환 수산화아파타이트는 생체활성 실험시 결정 표면에

저 결정성 탄산아파타이트가 형성된다. 위 사진은 포타슘 치환 수산화아

파타이트가 의사체액에 담지되었을 때, 시간대 별로 결정 표면을 SEM

촬영한 것이다. (a) 3시간, (b) 6시간, (c) 9시간, (d) 1일, (e) 3일, (f) 7

일.



- 23 -

그림 7 포타슘 치환 수산화아파타이트가 의사체액에 담지된 후 시간대

별로 TF-XRD 상분석한 결과이다. 시간이 지날수록 결정 표면에 저 결

정성 탄산아파타이트가 쌓여서 결정도가 낮아지는 것을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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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Potassium Substitution on the

Bioactivity of Hydroxyapatite

Bokyung Shin

School of Dentistry

The Graduate School

Seoul National University

1. Objectives

It is well known that hydroxyapatite has been used as an usual

material for bone graft, due to its similar inorganic components with

human bone and osteoconductivity. But it has a problem of long

regeneration period in human body, because high-crystalline

hydroxyapatite has a lower osteoconductivity than other allograft like

low-crystalline hydroxy carbonate apatite. To enhance the

osteoconductivity of hydroxyapatite, there has been numerous

researches on hydroxyapatite synthesis. Ion-substitution is one of the

method to increase the osteoconductivity. In the previous studies,

substitution of calcium ion in hydroxyapatite with sodium ion,

phosphate with silicate ion, hydroxy ion with chloride ion has shown

better characteristics as bone graft material.

The purpose of this research is to synthesize potassium-substituted

hydroxyapatite, and evaluate the bioactivity of the product b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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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tecting the amount of low-crystalline hydroxy carbonate apatite

formed on the surface of potassium-substituted hydroxyapatite when

soaked in simulated body fluid.

2. Methods

1) Synthesis of potassium-substituted hydroxyapatite

Potassium-substituted hydroxyapatite was synthesized by dripping

phophate into mixture of calcium hydroxide and potassium nitrate.

Mold was used to change the shape from powder to a disc form,

which was 1cm in diameter, and 2mm in height. The disc form

potassium-substituted hydroxyapatite was sintered at 1100℃ for 3

hours. The reaction formula is as in the following(scheme 1).

9.75Ca(OH)2 +0.25KNO3 + 6H3PO4

→ Ca9.75K0.25(PO4)5.75(CO3)0.25(OH)2 + 18H2O (1)

2) Microstructure and phase analysis of potassium-substituted

hydroxyapatite

Field Emission Scanning Electron Microscope(FE-SEM), X-ray

diffractometer(XRD), and FT-IR were used to evaluate

microstructure, phase, and functional group.

3) Evaluation of low-crystalline hydroxy carbonate apatite formed in

Simulated Body Fluid

Disc formed potassium-substituted hydroxyapatite, an experimental

group, and pure hydroxyapatie, a control group were soaked in

simulated body fluid for 3hours, hours, 9hours, 1day, 3days, and

7days. And the amount of low-crystalline hydroxy carbonate apatite

formed on the surface of the apatite was evalua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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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Results

Potassium-substituted hydroxyapatite was successfully synthesized.

In the simulated body fluid, potassium-substituted hydroxyapatite

found to be better than pure hydroxyapatite in forming

low-crystalline hydroxy carbonate apatite. In the previous research on

sodium-substituted hydroxyapatite, it is known that the substitution

of calcium into sodium increased total system energy which as a

result enhanced solubility and bioactivity of the product.

4. Conclusions

Therefore due to its superior bioactivity, potassium-substituted

hydroxyapatite has a potential to be used as bone graft material.

keywords : potassium, substitution, hydroxyapatite, low-crystalline

hydroxy carbonate apatite, simulated body fluid, bioactiv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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