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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의사체액 중 인산수소이암모늄을 
이용한 아파타이트 생성능 연구
본 연구에서는 인산수소이암모늄의 양쪽성 음이온 성질이 의사체

액 중에서 비 생체활성 물질인 폴리카프로락톤 부직포 위에 아파타
이트 생성을 유도할 수 있음과 그 생성기전을 조사하였다. 폴리카프
로락톤 부직포는 분자량 80,000의 폴리카프로락톤 분말을 디클로로
메탄에 25%의 농도로 용해시킨 후 이를 전기방사하여 제작하였다. 
그 후, 이를 12mm의 직경과 약 0.5 mm의 두께가 되도록 펀칭하여 
디스크 형 시편을 제작한 뒤 UV로 소독한 후 실험에 사용하였다. 
의사체액 중에서 인산수소이암모늄의 아파타이트 생성 유도능을 평
가하기 위해서, 디스크형 폴리카프로락톤 시편을 0.5M과 1.0M 농
도의 인산수소이암모늄 용액에 dipping 후 완전히 건조시키고, 의사
체액 중에 이를 침적시킨 뒤 2주간에 걸쳐 아파타이트의 생성능을 
평가하였다. 한편 인산수소이암모늄의 아파타이트 생성 유도능의 비
교 평가를 위해서 인산수소이암모늄이 코팅되지 않은 시편을 역시 
의사체액 중에 동일한 기간 동안 침적 시킨 후 아파타이트 생성능
을 평가하였다. 그 결과, 인산수소이암모늄이 코팅되지 않은 폴리카
프로락톤 부직포 위에선 실험 기간 중 부직포 표면에 아파타이트가 
전혀 생성되지 않았으나, 0.5M과 1.0M의 인산수소이암모늄이 코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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된 부직포 표면에선 인산수소이암모늄의 코팅 농도가 높을수록 저 
결정성 탄산 아파타이트가 빠르게 생성되는 것이 확인되었다. 이는 
의사체액 중에서 침적 시간에 따른 이온 농도의 변화와 pH 측정결
과, 코팅된 인산수소이암모늄이 의사체액 중에서 용해되면서 가수분
해 반응이 발생, 수산화이온과 함께 인산이온이 용출됨으로써 아파
타이트에 대한 과포화도가 높아지게 되고, 그 결과 저 결정성 탄산 
아파타이트가 생성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이상의 결과로부터 양쪽
성 이온인 인산수소이암모늄은 비 생체활성 재료 표면에 아파타이
트를 코팅 할 때 유용하게 사용될 수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주요어 : 아파타이트, 양쪽성 음이온, 인산수소이암모늄, 의사체액,  
         코팅
학  번 : 2011-238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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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및 표 목차
그림 1. 전기방사한 폴리카프로락톤 부직포(a) (저 배율 ×50, 고 
배율 ×5k)와 0.5M(b), 1.0M(c) 인산수소이암모늄 용액을 코팅한 
폴리카프로락톤 부직포 (저 배율 ×50, 고 배율 ×250)의 FE-SEM 
관찰 결과.  

그림 2. 대조군인 폴리카프로락톤 부직포를 의사체액에 시간 별로 
(a) 3시간, (b) 6시간, (c) 1일, (d) 3일, (e) 7일, (f) 14일간 침
적시킨 후 FE-SEM 관찰 결과. (저 배율 ×250, 고 배율 ×5k)
  
그림 3. 0.5M 인산수소이암모늄 용액을 코팅한 폴리카프로락톤 부
직포를 의사체액에 시간 별로 (a) 3시간, (b) 6시간, (c) 1일, (d) 
3일, (e) 7일, (f) 14일간 침적시킨 후 FE-SEM 관찰 결과. 
(저 배율 ×250, 고 배율 ×5k)  

그림 4. 1.0M 인산수소이암모늄 용액을 코팅한 폴리카프로락톤 부
직포를 의사체액에 시간 별로 (a) 3시간, (b) 6시간, (c) 1일, (d) 
3일, (e) 7일, (f) 14일간 침적시킨 후 FE-SEM 관찰 결과. 
(저 배율 ×250, 고 배율 ×5k)  

그림 5. 대조군인 폴리카프로락톤 부직포(a)와 0.5M(b), 1.0M(c) 
인산수소이암모늄 용액을 코팅한 폴리카프로락톤 부직포를 의사체
액에 시간 별로 침적시킨 후 박막-XRD 관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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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 대조군인 폴리카프로락톤 부직포와 0.5M, 1.0M 인산수소이
암모늄 용액을 코팅한 폴리카프로락톤 부직포를 의사체액에 시간 
별로 침적시킨 후 섬유 직경의 측정 결과. 

그림 7. 대조군인 폴리카프로락톤 부직포와 0.5M, 1.0M 인산수소이
암모늄 용액을 코팅한 폴리카프로락톤 부직포를 의사체액에 시간 
별로 침적시킨 후 (a) Ca, (b) P 원소와 (c) pH 의 변화. 

Table 1. 의사체액과 체액내의 원소 비교.

Table 2. 다양성자 산과 그 짝 염기의 이온화 상수. 

Table 3. 0.5M, 1.0M 인산수소이암모늄 용액을 코팅한 폴리카프로
락톤 부직포 표면의 pH값.

Table 4. 다양성자의 이온화 반응식과 pKa값.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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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의학기술 발전에 따른 급속한 고령화와 이에 따른 높은 삶의 질의 추구
와 생활수준의 향상에 따라 생체재료의 사용 또는 이와 관련된 시장이 급
속하게 증가하고 있다. 산업화에 의한 사고, 질병 등으로 생체재료를 필
요로 하는 환자가 증가하고 있으며 특히 경조직과 관련된 질병은 조직의 
특성상 약물에 의존한 치료가 쉽지 않고 치과분야에서는 치아재생이 불가
능하기 때문에 이를 대체할 생체재료에 대한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1-3  

생체재료는 다음과 같은 3가지 조건을 충족 하여야 한다. 첫째로 인체 
내 이식된 재료 주위에 발열반응, 염증반응, 면역반응 등과 같은 부작용
을 초래하지 않는 생체적합성과 둘째로 기계적 강도, 마모, 탄성, 취성 등
이 주변 생체조직과 비슷하여 체내에서 변형되지 않아야 하며, 마지막으
로 계면친화성이 있어 생체조직과 화학적 결합을 통한 일체화 또는 직접 
결합하지 않으면서 부작용이 발생하지 않아야 한다.3, 4 

생체 재료로는 금속, 세라믹, 고분자 등 다양한 재료가 사용되었는데 
이 중 금속재료는 기계적 물성이 좋아서 골 대체재로 많이 사용되어왔다. 
그러나 생체 내에서 금속이온이 용출되어 재료를 부식시키고 부식물질이 
주위 조직으로 침투하여 심각한 부작용을 일으킬 수 있다.5 따라서 금속
보다 생체적합성이 우수한 세라믹스가 많은 주목을 받고 있지만6, 7 세라
믹 자체의 단점인 취성이 높아 잘 깨지고 가공이 어렵다. 이를 보완하기 
위하여 인체의 골조직의 기계적인 특성과 유사한 고분자/세라믹 복합재료
에 대한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6-8

생체 내에 재료를 매식했을 때 재료표면에 저 결정성 탄산아파타이트 
층이 생성되고 섬유상의 개재 없이 이층을 매개로 골과 결합하는 것을 골 
전도도라고 한다.10-17 뼈의 주성분인 아파타이트는 우수한 골 전도성을 
가지고 있으며 이를 재료 표면에 코팅함으로써 생체활성을 좋게 할 수 있
다.7, 10-17 하지만 높은 결정성을 가진 아파타이트는 체내에서 흡수가 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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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되어 골 전도성이 떨어지고18 실제 생체 내에서 형성되는 저 결정성 탄
산 아파타이트층을 그대로 재현하여 보다 체내에서 흡수가 잘되게 하기 
위해서 인간 혈액 내 혈장의 무기질과 거의 동일한 이온 농도를 갖는 의
사체액(simulated body fluid, SBF)을 미디어로 사용하였다.19-29

의사체액을 미디어로 이용하여 비 생체활성 물질인 고분자 표면에 인위
적으로 아파타이트를 코팅시키는 방법은 크게 3가지가 있다.19,30-33

첫 번째는 음전하를 띄는 실라노, 카르복실기 등의 작용기를 재료 표면에 
부착하여 의사체액 내 담지 한 후 columbic attraction에 의해 작용기에 
양전하를 띄는 칼슘이온이 킬레이팅 되고 연속적으로 인산이온과 수산화
이온이 킬레이팅 되어 핵 생성 사이트(site)를 제공함으로써 아파타이트
를 코팅하는 방법이다.19, 26, 30-32 두 번째는 아파타이트의 구성요소인 칼
슘이온, 인산이온, 수산화 이온을 재료로부터 용출하여 아파타이트에 대
한 과포화도를 증가시켜 아파타이트를 코팅하는 방법이다.15, 20, 21 세 번
째 방법은 첫 번째와 두 번째 방법을 동시에 적용시켜 아파타이트를 코팅
하는 방법이다.13, 16, 17, 22, 28, 33 이와 같이 아파타이트의 구성요소인 칼
슘이온, 인산이온, 수산화 이온의 과포화도를 이용한 코팅방법 중 주로 
칼슘이온을 이용한 방법이 많이 진행되었는데13, 16, 17, 21, 22, 28, 33 그 이
유는 인산이온이 용액 내에 용해 되면서 수소이온이 해리되어 용액이 산
성화되고 이 영역에선 아파타이트가 형성되지 않기 때문이다.15, 22

하지만 인산이온인 인산수소이온(HPO42-)이 산성과 염기성으로 모두 작
용하는 양쪽성 음이온의 특성을 가지며9, 34 용액 내에서 인산수소이온의 
이온화 상수(Ka)와 염기 이온화 상수(Kb)값을 비교했을 때 Kb>Ka로 가
수분해 반응이 이온화 반응보다 우세하여 가수분해반응이 진행되고 이에 
따라 염기성용액이 된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35, 36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의사체액 내에서 재료표면으로부터 용출되는 인산
이온의 매개체로 인산수소이온을 포함한 인산수소이암모늄[(NH4)2HPO4]
을 사용하였고 생체활성이 없는 고분자의 표면에 저 결정성 탄산 아파타
이트를 코팅시켜 생체활성을 발현 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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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실험방법 
1. 시편의 제작
1.1 폴리카프로락톤 부직포 제조
 폴리카프로락톤 부직포 제조를 위하여 폴리카프로락톤 (폴리카프로락톤, 
분자량 80,000,시그마알드리치)분말을 디클로로메탄 (Dichloromethane, 
시그마 알드리치)에 25wt%의 농도로 용해시킨 후 상온에서 12시간 이상 
교반하여 전기방사 용액을 제조하였다. 20ml 주사기에 제조한 전기방사 
용액을 넣고 시린지 펌프를 이용해 1ml/h의 속도로 방사하였다.          
방사할 때 16게이지의 주사기 바늘을 사용하였고 방사구와 알루미늄 호
일을 덮은 집속부의 거리는 25cm로 일정하게 하여 그 사이에 고전압 발
생장치(청파, CPS-60K02VIT)를 이용해 20kV의 고전압을 가해주었다. 
 전기방사가 끝난 후 제조한 폴리카프로락톤 부직포를 하루 동안 완전히 
건조 시킨 후 12mm의 직경과 약 0.5mm의 두께로 펀칭하여 디스크 형태
의 시편을 제작하였다.

1.2 인산수소이암모늄 용액 제조 및 코팅 
 인산수소이암모늄[(NH4)2HPO4,시그마알드리치] 분말을 각각 0.5M, 
1.0M 농도로 증류수에 녹여 코팅용액을 제조하였다. 디스크형태로 준비
한 폴리카프로락톤 부직포를 앞, 뒤면 3분씩 U.V.를 쬐어 준 후 바로 인
산수소이암모늄 용액에 담지 하였고 용액에 담지 한 채 sonication을 하
여 폴리카프로락톤 부직포에 용액이 완전히 스며들게 하였다. 폴리카프로
락톤 부직포에 용액이 완전히 스며든 것을 확인 한 후 부직포를 꺼내어 
파라필름을 깐 페트리디쉬에 올린 채 공기 중에서 하루 동안 완전히 건조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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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아파타이트 코팅
생체 내 유사환경에서 물질표면에 아파타이트를 코팅하기 위해 사람의 

혈장 내 무기이온 농도와 유사한 의사체액(simulated body fluid, SBF)을 
제조하였다. 의사체액은 NaCl, NaHCO3, K2HPO4·3H2O, MgCl2·6H2O, 
KCl, CaCl2, Na2SO4를 증류수에 용해시켜 제조하였으며 tris- buffer    
[tris(hydroxymethyl) aminomethane, H2NC(CH2OH)3]와 1.0M HCl을 
가하여 36.5℃에서 pH 7.4로 조절하였다. 용액의 자세한 조성은 Table 1
에 기술하였다. 실험군과 대조군의 시편을 36.5℃ 의사체액에 3, 6시간, 
1, 3, 7, 14일 동안 각 시간별로 조건 당 세 개의 시편을 수직으로 매달
아 담지 하였다. 일정시간이 지난 후 의사체액에서 꺼내어 증류수로 여러 
번 세척 한 후 공기 중에 건조하였다.

         Table 1. 의사체액과 체액내의 이온 농도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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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특성 분석 
실험군과 대조군 시편을 주사전자현미경(FE-SEM; S-4700, Hitachi, 
Japan)을 이용하여 표면의 미세조직을 관찰하였고 X선 회절분석기(XRD; 
D8 Advance, Bruker AXS, Germany)를 통해 상(phase)을 분석하였다. 
또한 유도결합 플라즈마 방출 분광기(ICP-AES; OPTIMA 4300DV, 
Perkin-Elmer, USA)를 이용하여 의사체액내의 칼슘과 인 등의 무기원소
를 정량 분석하였다. 의사체액의 pH는 pH meter (EX-20, Horiba)를 사
용하여 조건 당 총 세 개씩 측정 한 후 평균과 표준편차 값을 나타냈다.  
폴리카프로락톤 부직포를 인산수소이암모늄 용액에 dipping 후 완전히 건
조시킨 후 부직포 표면의 pH는 시편에 증류수를 한 방울 떨어뜨린 후  
pH meter (Orion-98, Thermo)를 사용하여 측정하였다. 
폴리카프로락톤 부직포 섬유의 직경 변화는 image analyzer(Image J, 
NIH)를 사용했으며 시편 당 200개 이상의 섬유의 직경을 측정 한 후 그 
값들의 평균과 표준편차 값을 나타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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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실험결과   
[그림 1(a)]는 전기방사를 통해 제조한 폴리카프로락톤 부직포를 주사

전자 현미경을 통해 저 배율(×50), 고 배율(×5k)로 관찰한 것이다.   
[그림 1(b), (c)]는 폴리카프로락톤 부직포를 각각 0.5M, 1.0M 인산수소
이암모늄 용액으로 코팅한 후 미세조직을 주사전자현미경을 통해 저 배율
(×50), 고 배율(×250)로 관찰한 결과이다.

그림 2는 인산수소이암모늄을 코팅하지 않은 대조군인 폴리카프로락톤 
시편을 의사체액에 (a) 3시간, (b) 6시간, (c) 1일, (d) 3일, (e) 7일, 
(f) 14일 동안 침적 후 주사전자현미경으로 저 배율(× 250), 고 배율(× 
5k)로 관찰한 결과이다. 실험기간 내에 시편 표면의 미세조직의 변화가 
관찰되지 않았다.

그림 3은 0.5M 인산수소이암모늄 용액을 코팅한 폴리카프로락톤 부직
포를 의사체액에 침적 후 시간경과에 따른 시편 표면의 미세조직을 주사
전자현미경을 통해 저 배율(× 250), 고배율(× 5k)로 관찰한 결과이다. 
침적 1일째인 [그림 3(c)]에서 폴리카프로락톤 부직포의 섬유 표면에 작
은 결정들이 생성되기 시작하였고 침적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결정의 생성 
양이 점점 증가하여 침적 3일째인 [그림 3(d)]에서 침상형태의 결정들로 
표면이 완전히 덮였다. 이 결정은 그림 5의 박막-XRD 측정결과로부터 
저 결정성 탄산 아파타이트인 것으로 확인되었다. 그 후 결정들의 크기가 
증가하여 침적 7일째인 [그림 3(e)]에는 아파타이트 결정들이 삼차원의 
형태로 생성된 것을 관찰하였다. 

그림 4는 1.0M 인산수소이암모늄 용액을 코팅한 폴리카프로락톤 부직
포를 의사체액에 침적 후 시간 경과에 따른 표면의 미세조직을 주사전자
현미경을 통해 저 배율(× 250)과 고 배율(× 5k)로 관찰한 결과이다. 침
적 6시간째인 [그림 4(b)]에서 시편 표면에 작은 결정들이 생성 되기 시
작하였고 침적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결정의 생성 양이 점점 증가하여 침
적 1일째, [그림 4(c)]에서 침상 형태의 결정들로 표면이 완전히 덮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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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림 1. 전기방사한 폴리카프로락톤 부직포(a) (저 배율 ×50, 고 배율  
 ×5k)와 0.5M(b), 1.0M(c) 인산수소이암모늄 용액을 코팅한 폴리카프로  
 락톤 부직포 (저 배율 ×50, 고 배율 ×250)의 FE-SEM 관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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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림 2. 대조군인 폴리카프로락톤 부직포를 의사체액에 시간 별로 (a)   
 3시간, (b) 6시간, (c) 1일, (d) 3일, (e) 7일, (f) 14일간 침적시킨    
 후 FE-SEM 관찰 결과. (저 배율 ×250, 고 배율 ×5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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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림 3. 0.5M 인산수소이암모늄 용액을 코팅한 폴리카프로락톤 부
 직포를 의사체액에 시간 별로 (a) 3시간, (b) 6시간, (c) 1일, (d) 
 3일, (e) 7일, (f) 14일간 침적시킨 후 FE-SEM 관찰 결과. 
 (저 배율 ×250, 고 배율 ×5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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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림 4. 1.0M 인산수소이암모늄 용액을 코팅한 폴리카프로락톤 부
 직포를 의사체액에 시간 별로 (a) 3시간, (b) 6시간, (c) 1일, (d) 
 3일, (e) 7일, (f) 14일간 침적시킨 후 FE-SEM 관찰 결과. 
 (저 배율 ×250, 고 배율 ×5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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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시 이 결정은 그림 5의 박막-XRD 결과로부터 저 결정성 탄산 아파
타이트인 것으로 판명되었다. 0.5M 인산수소이암모늄 용액을 코팅한 시
편보다 빠른 6시간째부터 시편 표면에 아파타이트 결정들이 생성되기 시
작하였고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보다 많은 결정들이 형성된 것을 확인하
였다.

그림 5는 인산수소이암모늄 용액을 코팅하지 않은 폴리카프로락톤 부
직포(a)와 각각 0.5M (b), 1.0M (c) 인산수소이암모늄 용액을 코팅한 
폴리카프로락톤 부직포를 의사체액에 담지한 시간 별로 박막-XRD을 통
해 시편표면에 형성된 상(phase)을 관찰한 결과이다. [그림 5(a)]는 의사
체액에 담지 후 시간이 경과하여도 폴리카프로락톤 픽만 측정되며 상의 
변화가 없어 표면에 결정이 형성되지 않은 것을 알 수 있었다. [그림 
5(b)]는 의사체액에 담지 후 3일째부터 결정도가 낮은 아파타이트의 픽
이 관찰되었으며 [그림 5(c)]는 1일째부터 결정도가 낮은 아파타이트의 
픽이 관찰되어 폴리카프로락톤 부직포 표면에 저 결정성 탄산 아파타이트
가 형성되었음을 알 수 있었다.

그림 6은 인산수소이암모늄 용액을 코팅하지 않은 폴리카프로락톤 부
직포와 각각 0.5M, 1.0M 인산수소이암모늄 용액을 코팅한 폴리카프로락
톤 부직포를 의사체액에 담지한 시간에 따라 폴리카프로락톤 부직포의 섬
유의 직경을 측정 한 것이다. 인산수소이암모늄을 코팅하지 않은 폴리카
프로락톤 부직포의 섬유 직경은 의사체액에 담지 후 시간이 경과하여도 
그 값이 약 10µm 굵기로 일정하며 거의 변화가 없었다. 0.5M 인산수소
이암모늄을 코팅한 폴리카프로락톤 부직포를 의사체액에 담지 한 시편은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섬유의 직경이 점점 증가하였으며 침적한지 1일차
부터 증가하는 폭이 커졌고 1.0M 인산수소이암모늄을 코팅한 폴리카프로
락톤 부직포에서는 6시간 후부터 증가하는 폭이 커졌다. 섬유표면에 아파
타이트가 형성되어 직경의 두께가 점점 두꺼워지는 것을 확인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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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               (a)                   (b)                  (c)

  그림 5. 대조군인 폴리카프로락톤 부직포(a)와 0.5M(b), 1.0M(c) 인산
수소이암모늄 용액을 코팅한 폴리카프로락톤 부직포를 의사체액에 시간 
별로 침적시킨 후 박막-XRD 관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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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림 6. 대조군인 폴리카프로락톤 부직포와 0.5M, 1.0M 인산수소이암

모늄 용액을 코팅한 폴리카프로락톤 부직포를 의사체액에 시간 별로 침
적시킨 후 섬유 직경의 측정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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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b)

                                  (c)

  그림 7. 대조군인 폴리카프로락톤 부직포와 0.5M, 1.0M 인산수소이암  
  모늄 용액을 코팅한 폴리카프로락톤 부직포를 의사체액에 시간 별로    
  침적 시킨 후 (a) Ca, (b) P 원소와 (c) pH 의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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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7은 인산수소이암모늄 용액을 코팅하지 않은 폴리카프로락톤 부
직포와 각각 0.5M, 1.0M 인산수소이암모늄 용액을 코팅한 폴리카프로락
톤 부직포를 의사체액에 침적시킨 후 시간경과에 따른 의사체액 내 (a) 
칼슘, (b) 인산의 이온농도와 (c) pH 변화를 관찰한 결과이다. 

[그림 7(a)]에서 0.5M 인산수소이암모늄 용액을 코팅한 시편의 칼슘 
이온 농도는 초기 값 2.5mM 에서 의사체액에 담지 후 3시간, 6시간까지 
서서히 감소하다 침적 1일째부터 급격히 감소하여 14일 째 0.95mM까지 
감소하였다. 1.0M 인산수소이암모늄 용액을 코팅한 시편 역시 의사체액
에 담지 후 서서히 감소하다 6시간 후부터 급격히 감소하여 14일 째 
0.37mM 까지 감소하였다. 

[그림 7(b)]에서 0.5M 인산수소이암모늄 용액을 코팅한 시편의 인산의 
농도는 초기 값 1mM에서 침적 3시간째에 1.52mM로 증가한 후 6시간 
후부터 감소하였다. 1.0M 인산수소이암모늄 용액을 코팅한 시편은 의사
체액에 침적 후 3시간째에 1.94mM로 가장 높은 값을 나타낸 후 큰 폭으
로 감소하여 침적 14일째에는 0.66mM까지 감소하였다. 

[그림 7(c)]에서 0.5M 인산수소이암모늄 용액을 코팅한 시편의 pH는 
7.4에서 의사체액에 침적 후 6시간까지 서서히 감소하였고 그 후 급격하
게 감소하여 14일차에는 pH 7.29까지 감소하였다. 1.0M 인산수소이암모
늄 용액을 코팅한 시편의 pH 값 역시 침적 후 6시간까지 서서히 감소하
다 그 후 보다 급격하게 감소하여 14일차에는 pH 7.26까지 감소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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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고찰   
본 연구에서는 의사체액 내에 아파타이트[Ca10(PO4)6(OH)2)]의 구성요

소 중 인산이온과 수산화 이온을 이용해 아파타이트를 코팅하였다. 재료
표면으로부터 인산이온, 수산화이온이 용출되어 아파타이트의 핵형성을 
유도하고 담지 한 의사체액으로 부터 아파타이트의 구성요소인 칼슘이온, 
인산이온, 수산화이온을 공급받아 핵을 성장시켜 재료표면에 균일한 저 
결정성 탄산 아파타이트 층을 형성하였다. 11, 15, 20, 21, 34 

다음은 아파타이트의 구성원소로 부터 아파타이트가 생성되는 반응을 식
으로 나타낸 것이다.(1) 

  10Ca2++6PO43-+2OH- ↔ Ca10(PO4)6(OH)2               (1)
아파타이트의 구성요소 중 인산이온을 이용한 코팅법은 거의 사용되지 

않았다. 그 이유는 인산이 용해되면서 수소이온이 해리되고 이로 인해 용
액이 산성화 되면 아파타이트가 생성되는 범위를 벗어나기 때문이다. 하
지만 산성과 염기성으로 모두 작용하는 양쪽성 음이온인 인산수소이온
(HPO42-)의 가수분해반응을 통해 인산수소이온을 포함한 인산수소이암모
늄[(NH4)2HPO4]을 사용하여 물질 표면에 아파타이트를 코팅하였다.  

인산수소이온(HPO42-)은 양쪽성 음이온으로 산 이온화 상수(acid 
ionization, Ka)와 염기 이온화 상수(base ionization, Kb)값에 따라 이온
화 반응 또는 가수분해반응이 진행되어 산성 혹은 염기성으로 작용할 수 
있다. 인산수소이온은 다음과 같이 이온화 반응식(2)이나 가수분해반응식
(3)이 진행 될 수 있으며 Table 2에 주어진 대로 인산수소이온의
Ka=4.8×10-13, Kb=1.6×10-7로 Kb값이 Ka값보다 크기 때문에 가수분해
반응이 이온화 반응보다 우세하여 가수분해반응이 진행된다.

    HPO42-(aq)+H2O(l) ↔ H3O+(aq)+PO43-(aq)  Ka=4.8×10-13  (2)  

     HPO42-(aq)+H2O(l) ↔ H2PO4-(aq)+OH-(aq) Kb=1.6×10-7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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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HPO42-(aq)+H2O(l) ↔ H2PO4-(aq)+OH-(aq) 식(3)이 진행되
며 용액 내 수산화(OH-)이온의 용출로 인해 용액은 염기성이 된다.  
Table 3은 0.5M, 1.0M 인산수소이암모늄 용액에 폴리카프로락톤 부직포
를 dipping 후 완전히 건조시킨 시편에 증류수를 한 방울 떨어뜨려 pH를 
측정한 결과이다. 그 값은 각각 pH 8.3, pH 8.6으로 용액을 만들기 전 
증류수의 pH 5.8보다 상승하여 수산화 이온이 용출되었음을 확인하였다.

    Table 2. 다양성자 산과 그 짝 염기의 이온화 상수.

     Table 3. 인산수소이암모늄 용액을 코팅한 폴리카프로락톤 부직포   
              표면의 pH값.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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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한 pH 7.4인 완충액에 해당하는 [HPO42-]/[H2PO4-]비율을   
Henderson-Hasselbalch 식(4)로 부터 계산할 수 있다. Table 4는 각 이
온의 이온화 반응식과 pKa값을 나타낸 것이다. 

                    pH = pKa+log[짝염기]/[산]               (4)

           Table 4. 다양성자의 이온화 반응식과 pKa값.

인산이수소이온(H2PO4-)이 산으로, 인산수소이온(HPO42-)이 짝염기로 
작용할 때 용액내의 비율을 Henderson-Hasselbalch 식으로부터 계산한 
결과 HPO42-=83.4%, H2PO4-=16.6%로 존재 하였다. 또한 위와 같은 방
법으로 계산한 결과 H2PO4-이 짝염기로 H3PO4이 산으로 작용할 때는 
H2PO4-=99.9995%, H3PO4=0.0005%비율로 존재하며 HPO42-이온이 산
으로 PO43-이 짝염기로 작용할 때 HPO42-99.9990%, PO43-=0.001%의 
비율로 존재한다. 따라서 H3PO4와 PO43-의 농도는 매우 작은 값으로, 용
액 중에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간주 할 수 있으며 그 결과 pH 7.4인 완
충액 내에는 HPO42-=83.4%,H2PO4-=16.6%의 비율로 존재한다.36

 83.4%의 HPO42-(인산수소)이온은 Table 2에 따라 Kb>Ka하여 가수분해
반응이 진행되어 용액 내에 수산화이온이 용출되고 16.6%의 H2PO4-(인
산이수소)이온은 Ka>Kb하여 이온화 반응이 진행되어 용액 내 수소이온을 
용출 시키지만 전체적으로 용출되는 수산화이온의 양이 더 많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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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과 4에서 실험군 시편을 의사체액 내 담지 후 시간 경과에 따른 
폴리카프로락톤 표면을 미세조직으로 관찰한 결과, 1.0M 인산수소이암모
늄 용액을 코팅한 폴리카프로락톤 부직포 표면에서 0.5M 용액을 코팅한 
시편에서 보다 인산이온이 더 많이 용출되었고 이에 따른 수산화이온과 
인산이온의 과포화도가 더 빨리 높아져 아파타이트의 핵 생성을 더 빨리 
유도하여 많은 양의 아파타이트가 코팅되는 것을 확인 할 수 있었다. 

그림 5는 박막-XRD를 통하여 폴리카프로락톤 부직포 표면에 형성된 
상을 확인한 결과로서 의사체액에 담지한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상대적으
로 폴리카프로락톤 픽이 감소하고 아파타이트의 픽이 증가하는 것으로 보
아 표면에 형성되는 아파타이트 코팅층이 점점 더 두꺼워지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이러한 경향은 0.5M 인산수소이암모늄 용액을 코팅한 시편에서 
보다 1.0M 용액을 코팅한 시편에서 더욱 두드러져 1.0M 인산수소이암모
늄 용액을 코팅한 시편의 아파타이트 생성 유도능이 우수하다는 것이 입
증되었다.
 주사전자현미경, 박막-XRD의 결과와 같은 양상으로 1.0M 인산수소이
암모늄 용액을 코팅한 시편에서 아파타이트가 생성되는 시점이 보다 빠르
고 그 후 결정들이 성장하여 표면에 보다 두껍게 아파타이트가 코팅되는 
것을 확인 하였다. 

그림 7에서 인산수소이암모늄을 코팅하지 않은 폴리카프로락톤 부직
포 시편은 의사체액에 침적 후 14일 동안 용액 내 칼슘, 인의 농도 및 
pH가 거의 변하지 않았다. 이는 시편으로부터 용출되는 이온이 거의 없
었음을 의미한다.35, 37 반면에 0.5M, 1.0M 인산수소이암모늄 용액을 코팅
한 폴리카프로락톤 부직포 시편에서 칼슘이온은 재료로부터 용출되는 이
온이 없어 의사체액의 농도인 초기 2.5mM에서 값이 증가하지는 않았지
만 의사체액 내 아파타이트가 형성되기 시작하며 아파타이트의 구성요소
인 칼슘이 소모되어 그 값이 서서히 감소한 것을 알 수 있었다.   

인은 의사체액 내에 담지 하자마자 코팅되었던 인산이온이 용출되며 
급격히 농도가 증가하여 3시간째에 최대값을 나타냈으며 이후는 아파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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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트를 형성하는데 구성요소로 사용되며 농도가 감소하였다. 1.0M 인산
수소이암모늄 용액을 코팅한 시편 표면에서 용출되는 인산이온과 가수분
해 반응에 의한 수산화이온의 용출이 많아서 보다 아파타이트의 생성시점
이 더 빠르고 많은 양의 아파타이트가 형성되어 농도의 감소폭도 더 크
다. 인산수소이온(HPO42-)의 가수분해 반응으로 용출되는 수산화 이온으
로 인해 pH가 시편 표면에서 국부적으로 증가했으나 바로 아파타이트를 
형성하는데 수산화이온이 소모되어 pH는 증가하지 않고 감소하였다.  

초기의 의사체액의 pH값인 7.4에서 시편을 침적하자마자 서서히 감소
하다 0.5M 인산수소이암모늄을 코팅한 시편은 6시간 이후, 1.0M 용액을 
코팅한 시편은 3시간 이후부터 pH값이 크게 감소하는 것을 보아 역시 아
파타이트를 형성하는데 아파타이트의 구성요소인 수산화 이온이 소모되며 
pH값이 큰 폭으로 감소한 것을 알 수 있었다. 

 주사전자현미경을 통해 시편표면의 미세조직을 관찰한 결과로 의사체
액에 침적한 지 1일 후 부터 표면에 아파타이트가 형성되기 시작한 것을 
확인하였고 이를 위해 침적 6시간 후부터 용액 내 칼슘, 인산이온과 수산
화이온의 농도가 급격히 떨어지며 아파타이트를 구성하는데 소모되는 것
을 알 수 있다.    
 0.5M 인산수소이암모늄 용액을 코팅한 시편을 의사체액에 침적, 6시간 
후부터 용액 내 칼슘이온과 인산이온, 수산화이온의 농도가 급격히 떨어
지며 아파타이트를 구성하는데 소모된다는 것을 확인하였고 주사전자현미
경을 통해 시편표면의 미세조직을 관찰한 결과 침적 1일 째부터 표면에 
아파타이트가 형성되는 것을 확인하였다. 1.0M 인산수소이암모늄 용액을 
코팅한 시편 역시 의사체액에 침적, 3시간 후 부터 아파타이트를 구성하
는데 소모되어 용액 내 칼슘, 인산이온과 수산화이온의 농도가 급격히 떨
어졌으며 주사전자현미경을 통해 시편 표면의 미세조직을 관찰한 결과 침
적 6시간 째 부터 표면에 아파타이트가 형성되는 것을 확인하였다. 이로
써 의사체액내에 이온이 아파타이트를 형성하는데 소모되어 감소하는 시
기와 그로 인해 표면위에 아파타이트가 형성되는 것을 직접 현미경을 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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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 관찰한 결과 시기가 일치하는 것을 확인하였다.   
1.0M 인산수소이암모늄을 코팅한 시편을 의사체액에 14일간 침적 후, 

최종 pH 값과 칼슘, 인의 농도가 훨씬 낮은 것으로 보아 아파타이트를 
형성하는데 이온을 많이 소모 하였고[14-16, 19, 21-23, 25, 26, 28, 
33, 38] 이로 인해 아파타이트가 표면에 보다 두껍게 형성되었음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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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결론   
본 실험에서는 양쪽성 음이온 성질을 갖는 인산수소이암모늄이 의사체

액 중에서 아파타이트 핵 생성 유도제로 사용 가능한가를 평가하였다.  
전기방사로 제작된 생체활성이 없는 폴리카프로락톤 부직포 위에 인산수
소이암모늄 용액을 농도를 달리하여 코팅하고, 이를 의사체액 중에 침적
하였을 때 초기 인산수소이암모늄 용액의 농도가 증가할수록 아파타이트
는 폴리카프로락톤 부직포 표면 위에 빠르게 생성되었다. 이와 반대로, 
인산수소이암모늄 용액이 코팅되지 않은 순수한 폴리카프로락톤 부직포를 
의사체액 중에 침적시켰을 때는 실험 기간 내에서 아파타이트가 전혀 생
성되지 않았다. 이는 코팅된 인산수소이암모늄이 용출되면서 의사체액 중
에서 가수분해 반응이 발생, 아파타이트의 구성원소인 수산화 이온과 인
산이온이 형성되고, 이에 따라 아파타이트에 대한 과포화도가 증가하여 
아파타이트가 형성되었다. 따라서 인산수소이암모늄은 그 양쪽성 이온의 
성질 때문에 의사체액 중에서 비 생체활성 소재 표면 위에 아파타이트 생
성 유도제로 사용 가능함을 알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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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Apatite Coating on Non-woven

Poly(ε-caprolactone) Fabric using

Diammonium Hydrogen Phosphate

in Simulated Body Fluid

Chae Ju Yeon

Biomaterials Science, College of Dentistry,

The Graduate School

Seoul National University

The capacity of diammonium hydrogen phosphate [(NH4)2HPO4] 
when used as a nucleating agent to form apatite in simulated body 
fluid (SBF) on non-woven poly(ε-caprolactone) fabric surface by its 
amphoteric property was examined with its detailed mechanism.      
A 25 wt% poly(ε-caprolactone) solution (Mw. 80,000) was prepared 
using dichloromethane as a solvent and was electrospun under an 
electric field of 1 kV/cm. Disk-shaped specimens 12 mm in diameter 
and 0.2 mm in thickness were sterilized under a UV lamp for 30 min 
then soaked vertically in SBF at 36.5◦C for different periods o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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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me. Subsequently, non-woven poly(ε-caprolactone) fabrics were 
dipped into 0.5M and 1.0M (NH4)2HPO4 solutions and air-dried under 
ambient conditions. The non-woven poly(ε-caprolactone) fabrics that 
were coated with (NH4)2HPO4 were exposed to SBF for 2 weeks, 
which resulted in the deposition of a layer of apatite crystals. The 
apatite forming capacity was gradually increased according to the 
initial concentration of (NH4)2HPO4 solution. Whereas, the non-woven 
poly(ε-caprolactone) fabrics that were not coated with (NH4)2HPO4 

did not show any apatite forming capacity within the testing period.
The capacity of (NH4)2HPO4 as a nucleating agent of apatite must 

originate from the production of hydroxyl and phosphate ions as a 
hydrolysis when released into SBF due to its amphoteric property, 
which increased the ionic activity product of apatite in SBF because 
they were the constituent elements of apatite. From the results, it 
can be concluded that the diammonium hydrogen phosphate can be 
used as a nucleating agent for apatite in SBF due to its amphoteric 
property to produce hydroxyl and phosphate ions. 

Keywords : simulated body fluid, diammonium hydrogen phosphate,   
            amphoteric anion, apatite, coating
Student Number : 2011-238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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