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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록

본 연구에서는 용매열합성법을 이용하여 용액의 서로 다른 pH와 용매 조건에서 4종의 수산화인회석을 합성하였다. 
합성된 샘플의 결정성과 형태를 X-선 회절 분석과, 투과형전자현미경을 통하여 분석하였다. 4종의 수산화인회석은 
pH와 용매 조건에 관계없이 거의 유사한 형태의 XRD 패턴을 보여 주었다. 그러나 형태는 순수한 물을 용매를 사용하
였을 경우 염기 조건에서 합성한 수산화인회석이 [001] 방향으로 결정이 성장한 형태를 보였으며, 또한 순수한 물에 
메탄올과 에탄올이 첨가한 조건에서 합성한 수산화인회석은 [001] 방향으로 더욱더 결정이 성장한 형태를 보였다.

Abstract
Four different hydroxyapatites (HAP) were prepared by a solvothermal method under different pHs and solvent species. The 
synthesized hydroxyapatites were analyzed by X-ray diffraction (XRD) and transmission electron microscopy (TEM). Four 
HAPs exhibited similar XRD patterns regardless of synthetic conditions. However, the morphology of hydroxyapatites was 
dependent of pH and solvent species under synthetic condition. The HAP prepared in pH 12 showed an elongated shape along 
the [001] direction compared to that prepared in pH 8. Also, the morphology of the HAPs synthesized in the presence of 
methanol and ethanol exhibited the more elongated hexagonal rod shape along the [001] direction with the high aspect rati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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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1)

수산화인회석(hydroxyapatite)는 주로 칼슘과 인산염으로 이루어진 

염으로 사람의 몸을 이루는 뼈와 에나멜(enamel)의 무기물 주성분으

로 잘 알려져 있다[1-3]. 이러한 인체에 무해하고, 생체적합성 특성 때

문에 수산화인회석은 골대체재, 임플란트 재료, 약물전달체로 활발히 

연구가 진행되어 왔으며, 뼈와 이빨의 모델 화합물로 간주되어져 왔

다[4-6]. 그러므로 다양한 합성법이 개발되었는데, 일반적으로 결정의 

크기가 크고, 결정정이 높은 수산화인회석 합성을 위해서는 고열에서 

용융염합성법이 주로 이용되었는데, 보통의 경우 K2SO4를 용융염으

로 이용하여 1000 ℃ 내외의 고열에서 가열 후 천천히 식혀주는 과정

으로 구성된다. 이러한 용융염합성법을 이용하면 수십 마이크로미터 

크기의 수산화인회석의 합성이 가능하다고 보고되었다[7,8]. 최근에는 

약물전달이나, 촉매활성이 있는 지지체 이용을 위해서는 표면적이 넓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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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나노미터 크기가 요구되어 지는데, 이러한 목적으로는 수열합성법

이 주로 사용되었다[9-11]. 특히 이러한 수열합성법을 이용할 경우, 합

성조건에서 용액의 pH에 따라 다른 종류의 결정체가 합성되는데, 일

반적으로 산성조건에서는 인산팔칼슘(octacalcium phosphate)이 그리

고 염기성 조건에서는 수산화인회석이 합성된다고 알려져 있다[12,13]. 

합성법에 관계없이 수산화인회석의 가장 안정한 형태는 [001] 방향으

로 결정이 성장한 육각기둥 모양을 가지며, 대부분 (100) 결정면에 의

해서 둘러싸여져 있다. Figure 1에 수산화인회석의 결정학적 방향

(crystallographic direction)과 면(surface)에 대한 모형과 용용염합성법

으로 합성한 수산화인회석의 SEM 이미지를 나타내었다. 최근에 높은 

농도의 NaOH (20 M) 수용액 상에서는 (001) 결정면을 포함하는 수산

화인회석이 합성된다는 것이 보고되었다[14]. 

본 단신에서는 수열합성법 및 용매열합성법을 이용하여 서로 다른 

용매 조건에서 4종의 수산화인회석을 합성하였다. 그리고 합성조건에 

따른 수산화인회석의 형태 변화를 관찰하였는데, 특히 에탄올이 첨가

된 수산화인회석의 경우 상대적으로 [001] 방향으로 결정이 성장하여, 

매우 높은 종횡비(aspect ratio)를 가지는 형태임을 확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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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1. (a) Model of HAP, Crystallographic axes and surfaces are 
represented. (b) SEM image of HAP prepared by a molten salt 
synthetic method. 

Figure 2. XRD patterns of the prepared pH8-HAP, pH12-HAP, 
MeOH-HAP and EtOH-HAP.

Figure 3. TEM images of pH8-HAP (a), pH12-HAP (b), MeOH-HAP 
(c) and EtOH-HAP (d).

2. 실    험

수열합성법을 이용한 수산화인회석의 합성은 다음과 같은 절차를 

따른다. 50 mL 증류수에 50 mmol의 calcium nitrate 용액에 70 mL 증

류수에 30 mmol의 sodium phosphate dibasic이 녹아있는 용액을 교반

하면서 천천히 적하한다. 이 혼합 용액에 NH4OH 용액을 교반하면 천

천히 적하하면서 pH를 각각 8, 12로 맞춘다. 그리고 용액을 오토클레

이브(autoclave) 내부의 테프론 용기(Teflon vessel)에 혼합액을 넣고 

밀봉시킨 후, 전기로 내부에서 200 ℃, 24 h 동안 가열하였다. 가열이 

종료되고 실온에서 오토클레이브를 냉각 시킨 후, 50 mL 원심분리기

용 튜브(conical tube 50150, SPL)에 혼합액을 넣고 원심 분리기(4500 

rpm, 3 min)를 이용하여 증류수로 3번 세척하였다. 원심 분리를 통하

여 얻어진 침전물을 진공 상에서 하루 동안 건조시켰다. 이와 같은 과

정으로 생성된 샘플들을 pH8-HAP와 pH12-HAP로 각각 명명하였다. 

그리고 용매열합성법으로도 두 가지 수산화인회석을 추가로 합성하

였는데, 이 경우 용액의 pH 12 조건에서 테프론 용기 밀봉 전 메탄올

과 에탄올을 각각 5 mL 첨가하였으며 그 이후의 실험조건은 수열합

성법과 동일하게 진행하였고 이때 얻어진 샘플를 MeOH-HAP와 

EtOH-HAP로 각각 명명하였다. 반응 후 얻어진 모든 고체 샘플들은 

X선 회절 분석(X-ray diffraction, XRD, Cu Ka 0.15406 nm, Bruker, 

D8)을 통하여 결정성을 측정하였으며, 샘플들의 형상을 파악하기 위하

여 투과형 전자 현미경(TEM, Jeol 200 kV JEM-2010)을 사용하였다.

3. 결과 및 고찰

Figure 2는 오토클레이브를 이용하여 수열합성법 및 용매열합성법

을 통하여 합성된 수산화인회석의 XRD 회절 패턴을 분석한 그림이다. 

첨가한 염기의 양과 첨가한 메탄올과 에탄올의 존재 유무에 관계없이 

모든 샘플들이 수산화인회석(Ca10(PO4)6(OH)2, JCPDS # 09-0432)임을 

확인하였다. 예를 들어 2 theta 값이 26°와 32° 부분에 수산화인회석의 

전형적인 결정면 (002)와 (211) 회절패턴이 관찰되었다. 일반적으로 

산성조건에서 합성되는 monetite (CaHPO4)나 octacalcium phosphate, 

(Ca8H2(PO4)6⋅5H2O)가 존재하지 않는 것을 확인하였다[15]. 그리고 

용융염합성법에서 불순물로 주로 합성되는 tricalcium phosphate, 

(Ca3(PO4)2 또한 생성되지 않고, 순수한 수산화인회석만이 합성된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Figure 3는 투과형 전자 현미경을 이용하여 수열합성법 및 용매열합

성법을 통하여 합성된 수산화인회석 시료들의 형상이다. 수열합성법에 

의해 합성되어진 pH8-HAP (Figure 3a)와 비교하여 pH12-HAP (Figure 

3b)는 [001] 방향으로 결정이 성장한 형상을 보여준다. 또한 같은 pH 

12 조건에서 순수한 물을 용매를 사용했을 때보다 메탄올이나 에탄올

을 첨가하였을 때 [001] 방향으로 보다 선택적으로 결정이 성장한 형상

을 보였다. 특히 에탄올을 용매로 첨가했을 경우, [100] 방향 대비 [001] 

방향으로의 길이의 비가 ~12 정도를 나타내었다. 이는 pH8-HAP 샘플

과 비교하면 [001] 방향으로 ~5배 이상 결정이 성장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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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정의 결정면과 결정면의 안정성에 관한 Gibbs-Wulff 이론에 의하

면, 열역학적 조건하에서 합성된 결정의 모양은 결정을 이루는 결정

면의 상대적인 자유에너지(surface free energy)에 의해서 결정된다

[16]. 즉 주어진 결정의 부피에서 결정의 표면의 자유에너지를 최소화

하려는 경향성이 있다. 또한 결정을 이루는 여러 결정면의 각각의 결

정면의 성장속도는 상대적인 각각의 결정면 표면의 자유에너지에 의

해서 좌우된다. 높은 표면자유에너지를 가지는 결정면의 성장속도는 

낮은 표면자유에너지를 가지는 결정면의 성장속도보다 빨라서 결과

적으로 느린 성장속도를 가지는 결정면에 의해서 결정의 표면에 노출

되어지는데, 이는 낮은 표면자유에너지를 가지는 결정면이다. 

Figure 1b는 수산화인회석을 용융염합성법에 의하여 합성한 SEM 

이미지이다. 이때 합성조건은 무정형의 수산화인회석을 K2SO4 염을 

이용하여 1200 ℃ 가열 후 천천히 온도를 낮추어 얻어진 샘플로서 고

온에서 평형상태에서 열역학적으로 가장 안정한 형태로 결정이라 예

상된다. 이러한 용융염합성법에서 얻어진 수산화인회석은 EtOH-HAP

와 비슷하게 높은 종횡비를 가진다. 즉 수산화인회석을 표면을 구성

하는 95% 이상이 (100)와 이와 결정학적으로 똑같은 결정면이 표면에 

표출되고, (001) 표면은 5% 미만이 결정 표면에 노출된다. 이는 고온

에서 표면의 이온들의 움직임이 가능할 때 (001) 표면의 표면자유에

너지가 (100) 표면의 자유에너지 보다 높아서 상대적으로 (001) 표면

에 이온들이 흡착되어서 결정이 성장함에 따라서 결과적으로 수산화

인회석 결정은 (100) 표면이 결정면으로 주로 노출된다. 

용매열합성법으로 합성한 MeOH-HAP와 EtOH-HAP는 같은 pH 조

건에서 수열합성법으로 합성한 pH12-HAP보다 높은 종횡비를 가진

다. 그 이유는 메탄올이나 에탄올이 결정이 성장하는 단계에서 수산

화인회석의 (001) 결정면보다 (100) 결정면에 보다 선택적으로 흡착하

여 수용액상에 녹아있는 칼슘 양이온이나 인산 음이온의 흡착을 방해

하여 [100] 방향으로 결정의 성장을 저해된다고 예상되어 진다. 특히 

메탄올보다 소수성의 성질을 가지는 알킬사슬(alkyl chain)의 길이가 

긴 에탄올의 경우는 이러한 경향성이 더욱 극대화 되어서 가장 높은 

종횡비를 가지는 결정이 형성되었을 것이라 예상된다.

4. 결    론 

본 연구는 용매조건에 따른 수산화인회석의 형태 변화를 조사하였

다. 순수한 물을 용매를 사용했을 경우는 산성조건에 비하여 염기성 조

건에서, 그리고 물과 알콜 혼합 용매의 경우에는 순수한 물을 용매로 

사용했을 때보다 [001] 방향으로 수산화인회석 결정이 성장하여 결과

적으로 (100) 결정면이 결정 표면에 주를 이루었다. 특히 EtOH-HAP가 

가장 높은 종횡비를 나타내었는데 이는 용매 합성 조건에서 에탄올이 

(001) 결정면보다 (100) 결정면에 흡착되어서 [100] 방향으로의 결정

의 성장의 속도가 방해가 되었기 때문이라고 예상된다. 이러한 형태

는 용융염합성법으로 합성한 수산화인회석의 모양과 매우 유사한데, 

용융염합성법에서는 높은 종횡비를 지니는 결정의 크기가 수십 마이

크로미터에 비하여 용매열합성법으로서는 수백 나노미터 크기의 높

은 종횡비를 가지는 결정의 합성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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