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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Biomimetic whisker-like apatite was formed on thermally and NaOH-treated titanium powder in a simulated body fluid (SBF). In
the early process of the SBF immersion, the surface structure of the titanium powder was loosened, possibly due to the dissolution
of Na

+
 ions on the surface of the titanium powder into SBF. When immersed for 7 days in SBF, fine precipitates appeared on the

titanium surfaces; the coating layer (<200 nm in thickness) consisted of nanostructured, amorphous whisker-like and particulate phase,
observed by TEM. With the extension of the immersion time to 16 days, the chrysanthemum flower type morphology of carbonated
hydroxyapatite with a nanocrystallinity was developed on the surface of the titanium powd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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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타타늄 및 그 합금 (Ti6Al4V)은 우수한 기계적 성질, 생

체친화성, 내식성 등으로 인하여 하중이 요구되는 생체조

건에 적합한 임플란트 소재로 널리 이용된다.
1,2)

 그러나

이러한 금속물질은 생체불활성이므로 생체조직 내에서 골

과의 결합성이 미흡하다. 반면에, 아파타이트는 생체활성

세라믹으로서 우수한 골전도성(osteoconductivity)을 나타

내나 기계적 강도가 약하다.
3,4)

 따라서 티타늄 및 그 합금

에 대한 생체활성 물질의 코팅은 금속의 강도뿐만 아니

라 아파타이트의 골전도성을 동시에 보유할 수 있을 것

으로 기대된다. 

티타늄 및 그 합금의 골과의 생체결합성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plasma spraying
5,6)

, sol-gel
7,8)

, electrophoresis,

electrochemical deposition
9,10)
을 포함하는 여러 가지의 생

체활성 세라믹 코팅기술이 제안되어 있다. 이 중에서

plasma spraying 기술은 티타늄기판 위에 수산화아파타이

트(hydroxyapatite, HA)의 코팅을 위하여 널리 이용되고 있

다. 그러나 이 기술은 고온공정을 요구하므로 코팅과정

중에서 HA의 부분적인 분해를 피할 수 없고,
5)

 기판과 코

팅 층 사이의 계면결합이 강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복잡

한 형상을 갖는 임플란트의 균일한 코팅에는 적합하지 못

하다.
11)

 한편, 의사체액(simulated body fluid, SBF)을 이용

하는 생체모방코팅공정이 티타늄기판 위에 골 유사 아파

타이트(bone-like apatite) 표면층을 생성시키기 위한 많은

관심을 집중시키고 있다.
12-15)

 SBF 내에서 화학적으로 처

리된 티타늄의 표면위에서 생성된 아파타이트 핵은 이를

둘러싸고 있는 유체 중의 Ca 및 P 이온을 소모함으로써

연속적으로 성장하고, 결과적으로 균일한 코팅 층을 생성

하게 된다. 이때 아파타이트의 핵생성과 성장, 물성 및 미

세구조의 성상은 티타늄모재의 형상 및 표면처리조건,

SBF의 조성 및 농도, SBF 내에서의 침적조건 등의 공정

변수에 의존한다. 

지금까지 행하여지고 있는 티타늄의 생체모방 아파타

이트 코팅에 관한 대부분의 연구는 판상형태(flat-shaped)

의 기판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티타늄분

말을 이용하여 생체모방 아파타이트 코팅을 시도하고 코

팅물질의 성질 및 미세구조발달에 미치는 SBF 내에서의

침적시간의 영향을 검토함으로써 금속 티타늄의 단점인

생물학적 특성을 향상시키고자 하였다. 이러한 생체활성

아파타이트 코팅 티타늄분말은 치아보수제, 골 충진제, 다

공질 인공지지체 등과 같은 생체의료분야에서의 응용을

위한 물질로서 다양하게 이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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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실험순서

순도 99.75%, 응집입자의 크기 41.46 µm (<50%)을 갖

는 상용 티타늄분말(Sigma-Aldrich)을 출발물질로 사용하

였다. 티타늄분말을 에탄올과 탈이온 증류수를 사용하여

초음파세척, 50
o
C에서 건조한 후 공기 중에서 600

o
C, 2시

간 가열하였다. 이어서 하소분말을 5M NaOH 수용액 (60
o
C)

내에서 24시간 반응, 여과, 증류수로 수세, 100
o
C에서 건

조하였다.

NaOH 수용액으로 처리한 티타늄분말을 142.0 Na
+
, 5.0

K
+
, 1.5 Mg

2+
, 2.5 Ca

2+
, 148.8 Cl

-
, 4.2 HCO

3-
, 1.0 HPO4

2-
,

0.5 SO4
2-
의 이온농도 (mM)를 갖는 SBF (36.5

o
C) 중에서

1-16일 동안 침적시켰다. NaCl, NaHCO3, KCl, K2HPO·

3H2O, MgCl2·6H2O, CaCl2, Na2SO4 시약을 증류수에 용해

시킨 후, 최종적으로 tris-hydroxymethyl aminomethane (TRIS)

와 HCl을 이용하여 36.5
o
C에서 pH=7.4를 갖는 SBF 용액

을 제조하였다. 

코칭 층의 표면성상을 관찰하기 위하여 주사전자현미경

(SEM, Hitachi S-4200, Hitachi) 및 투과전자현미경 (TEM,

JEM-2010, Jeol)을 이용하여 하였다. 화학 및 결정상의 조

성을 조사하기 위하여 X-선회절분석기 (XRD, D/MAX2200,

Rigaku) 및 적외선분광분석장치 (FTIR, Bruker IFS-66,

Bruker)를 이용하였다. 코팅물질의 원소 및 표면화학을 조

사하기 위하여 에너지 분산 X-선미세분석기 (EDX) 및 X-

선광전분광기 (XPS, ESCALAB250, VG Scientific)를 이용

하였다. XPS에서 측정된 결합에너지는 284.6 eV의 탄화

수소 C1s에 의하여 보정되었다. 

3. 결과 및 고찰

출발물질로 사용한 티타늄분말 및 NaOH 수용액으로

처리한 시료의 X-선 회절패턴을 Fig. 1에 나타내었다. 시

료분말에서 금속 티타늄의 공기 중 가열에 의한 부분적

인 표면산화로 인하여 생성된 rutile (TiO2) (JCPDS Card

#02-0514)의 약한 회절피크가 출현하였다. 이러한 비정질

또는 미결정의 산화피막은 NaOH 수용액에서 Na2O-TiO2

표면층의 생성을 가속화시키고 따라서 SBF중에서 Ti-OH

group의 유도를 보다 용이하게 함으로써 아파타이트의 생

성을 향상시킬 수 있을 것이다(Fig. 2). 

Fig. 3은 SBF내에서 일정시간 침적시킨 시료분말의 SEM

사진을 보여준다. 5일까지 침적할 동안 티타늄분말의 표

면구조는 SBF중의 H3O
- 
이온과의 상호교환에 따른 분말

의 표면으로부터 Na
+ 
이온의 용해로 인하여 현저히 이완

되었으며, 석출물의 생성흔적을 거의 관찰할 수 없었다.

그러나 침적시간을 7일까지 연장함에 따라서 이완되어진

분말의 표면위에서 미세한 석출물의 생성이 확인되었다.

TEM 관찰 및 microbeam diffraction patterns의 분석으로부

터 비정질 나노구조를 갖는 휘스커와 입자상으로 구성된

코팅 층 (<200 nm)의 생성을 확인할 수 있었다 (Fig. 4). 16

일간 침적 시, 반응생성물의 존재가 시료표면의 거의 전

영역에 걸쳐서 관찰되었으며, 이는 chrysanthemum flower

type morphology와 ellipsoidal particle shaped precipitates

(long rice-like grains)로 구성되어져 있었다. 이러한 미세

구조의 발달은 티타늄 판상기판의 표면위에서 SBF와의

초기반응에서 생성되는 전형적인 isolated spherical cap의

morphology
16)
와 확연히 구별된다. 티타늄분말에서의 이러

한 미세구조의 발달은 첫째, 굴곡을 갖는 티타늄분말의

비교적 큰 표면적은 판상과 비교하여 SBF내에서 아파타

이트의 생성을 위한 풍부한 핵생성자리를 공급할 수 있

으며, 둘째, 티타늄입자에서의 핵생성 시 핵과 기물사이의

접촉면적은 충분히 작기 때문에 우선 배향성성장이 가능

하며, 셋째, 아파타이트의 결정구조는 육방정단위정

(a=0.941 nm, c=0.689 nm)을 가지므로 다른 결정축에 비하

여 c-축에 평형한 결정학적 방향을 따라서 결정성장이 보

다 용이하다는 것 등에 기인하는 것으로 생각된다. 이러한

Fig. 1. XRD patterns of as-received titanium powder (a), and

titanium powder soaked in NaOH aqueous solution for

24 h without (b) and with (c) preliminarily heating at

600
o
C for 1 h in air.

Fig. 2. SEM micrographs of titanium powder after soaking in

SBF for 16 days: (a) thermally and NaOH-treated sample,

and (b) only NaOH-trea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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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세구조는 α-tricalcium phosphate의 가수분해에 의한

whisker-like HA 생성의 중간과정에서 흔히 나타난다.
17,18)

또한, SEM 사진 (Fig. 3)에서 볼 수 있는 바와 같이 시료

표면위의 핵생성이 보다 용이한 자리에서 다핵이 생성되

어 서로 인접하면서 성장하는 것을 알 수 있다. 

SBF내에서 7일 및 16일 침적한 후 생성된 석출물에 대

한 EDX 분석 (Fig. 5)은 시료표면에서 Ti 이외에 C, O,

Na, P, Ca의 존재를 보여주었다. NaOH 수용액처리 후 증

류수를 이용한 수세에도 불구하고 소량의 Na 이온이 잔

존하는 것으로 생각된다. Ca/P atomic ratio는 CHA의 양

론조성 (3.3)과 비슷한 2.74와 3.96을 각각 나타내었다. 이

경우 침적시간이 16일로 증가할 때 다소간의 Ca
2+ 
이온이

티타늄분말의 표면에 존재하는 것으로 생각된다. 

SBF에 16일간 침적한 시료의 FTIR spectrum은 주로

CO3
2-

 adsorption band와 공존하는 H2O, PO4
3-
를 나타내었

으며(Fig. 6), 이는 문헌
19)
에 보고된 carbonated HA (CHA)

의 그것과 기본적으로 유사하였다. 3435 cm
−1
에서의 강한

adsorption band와 1631 cm
−1
에서의 stretching band는

SBF에서 처리된 시료표면에 존재하는 H2O에 기인한다.

Fig. 3. SEM micrographs of the surfaces of the titanium powder after soaking in SBF for (a) 1, (b) 3, (c) 5, (d) 7, and (e, f) 16 days. 

Fig. 4. (a) TEM micrograph of the surface of the titanium

powder after soaking in SBF for 7 days and (b) SAD

patterns on the coating layer. 

Fig. 5. EDX spectra of the surfaces of the titanium powder

soaked in SBF for (a) 7 and (b) 16 days. Full scale: (a)

742 and (b) 996 c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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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41 cm
−1
에서의 비대칭성 stretching mode를 비롯한 760,

692, 604, 549, 472 cm
−1

 등에서 PO4
2-

 bands를 확인하였

다.
20,21) 
또한, FTIR spectrum에서 CHA내에서의 각종 CO3

2-

adsorption bands가 1400~1550 cm
−1

 및 850~950 cm
−1
에서

출현하였다. 아파타이트의 생성과정 중에 CO3
2- 

group에

의한 OH
-
 groups의 부분적인 치환으로 인하여 3560 cm

−1

부근에서 OH
-
 stretch band는 확인되지 않았다. 

SBF에서 16일간 침적한 시료의 XPS spectra를 Fig. 7에

나타내었다. 코팅 층의 표면에서 C, Ca, O, P 및 Ti의 존

재가 감지되었다. Ti2p3/2 및 Ti2p1/2의 결합에너지 (binding

energy)가 각각 461.1 및 455.1 eV에서 나타났는데, 이들

은 4가 산화상태 (quardrivalent oxidation state), Ti
4+
에 해

당한다. Ca2p spectrum은 Ca
2+
에 해당하는 Ca2p3/2 (343.9

eV)와 Ca2p1/2 (346.4 eV)로 분리되었다. P2p spectrum은

P
5+
를 나타내는 130.1 eV에서 단일 피크를 나타내었다. 이

러한 Ca2p 및 P2p의 결합에너지 값들은 보고
19,22)
된 CHA

의 경우와 비슷하였다. 

4. 결 론

의사체액과의 반응에 의하여 열적, 화학적으로 처리된

티타늄분말의 표면에 나노구조의 휘스커 형상을 갖는 아

Fig. 6. XPS spectra of (a) XPS survey, (b) Ti2p, (c) Ca2p, and (d) P2p of the surface of the titanium powder soaked in SBF for

16 days.

Fig. 7. FTIR spectrum of the titanium powder after soaking in

SBF for 16 day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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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타이트 코팅이 제조되었다. SBF내에서의 침적시간에 따

라서 코팅물질의 상, 조성, 미세구조발달이 상이하였다. 7

일 동안 침적 시, 비정질 나노구조의 미세한 석출물로 구

성된 코팅 층 (두께 <200 nm)이 얻어졌다. 16일까지 침적

시간이 증가될 때 이 초기반응생성물은 분말표면의 거의

전 영역에 걸쳐서 국화꽃 형상의 morphology를 나타내었

다. 이 경우, 티타늄분말표면의 높은 비표면적으로 인한 풍

부한 핵생성자리의 공급, 핵생성 시 핵과 입자상 기물사이

의 충분히 작은 접촉면적으로 인한 결정성장의 우선 배향

성, 아파타이트의 결정학 특성 (육방정 구조)으로 인하여

핵생성이 용이한 보다 많은 자리에서 다핵이 생성되어 서

로 인접하면서 다량의 whisker-like phase를 발달시키는 것

같았다. XPS, FTIR 분석결과, carbonated hydroxyapatite 결

정이 생성된 것으로 여겨졌다. EDX에 의해 결정된 7일,

16일 침적후의 Ca/P molar ratio는 각각 2.74와 3.96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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