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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요약 

 

저농도의 불소 이온이 수산화 인회석 결정 성장의  

열역학적 변화에 미치는 영향 

 

수산화인회석(hydroxyapatite, HA)의 결정 성장을 촉진시키는 인자로 알려진 불소 

이온의 경우 저 농도 범주에서도 결정 성장을 촉진시키는지 여부에 대해 이견이 

존재한다. 또한, 불소 이온이 결정 성장 과정에 직접적으로 참여하는지에 대한 연구 

역시 불충분하다. 이러한 배경에서 이번 연구의 목적은 포화도가 동일하게 설계된 두 

조건(25℃ 혹은 37℃)의 과포화 용액에서 불소 이온의 저농도 범주에서의 농도 

변화(0ppm, 0.1ppm, 또는 1.0ppm)가 수산화인회석을 이용한 결정 성장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살펴보는 것이다. 

실험 용액의 칼슘과 인산 이온의 농도는 각각 1mM과 3mM로 통일하였으며, 불소 

이온의 농도, 반응 용액의 온도, 또는 결정 핵 물질의 존재 여부에 따라 총 8군의 

실험 용액을 준비하였다. 각 실험 용액은 HA가 seed material로 들어있는 반응주를 

평균 2.5mL/hr 유속으로 48시간 동안 통과한다. 실험 용액의 반응 전과 후의 칼슘 

및 불소 이온 농도의 변화량을 측정하였고, 이를 바탕으로 통계 분석을 진행하였다.  

결정 핵 물질 여부와 온도 조건에 따른 칼슘 이온의 소모량 분석에서는 결정핵 

물질이 존재하지 않는 군, 결정핵 물질이 존재하는 25℃ 조건, 결정핵 물질이 

존재하는 37℃ 조건 순으로 칼슘이온의 소모량이 순차적으로 증가하는 경향이 

확인되었다. 불소 이온의 농도와 온도 조건에 따른 칼슘 이온의 소모량 분석에서는, 

불소 이온 0.1ppm과 1.0ppm 조건에서 온도 조건에 따라 칼슘 이온의 소모에 유의한 

차이가 관찰되었다. 또한, 불소 이온의 농도 증가에 따라서 전반적으로 칼슘 이온의 

소모가 증가하는 경향을 보였다. 불소 이온의 농도와 온도 조건에 따른 불소 이온의 



vi 

 

농도 변화 분석 결과에서는, 25℃와 37℃의 온도 조건 모두에서 불소 이온 농도에 

따라 불소 이온 소모량이 증가하는 경향을 보였다. 

결정 성장 과정에 대한 정성 분석은 X-ray diffraction (XRD), scanning electron 

microscope (SEM), energy-dispersive X-ray spectroscopy (EDS)를 통해 

진행하였다. XRD 분석을 통해, 반응 후의 결정 물질이 대부분 HA 또는 

불화인회석(fluorapatite, FA)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결정 성장 과정의 전구체로 

여겨지는 인산팔칼슘(Octacalcium phosphate, OCP) 등이 높은 비율로 존재할 

가능성은 희박함을 확인하였다. SEM 연구에서는, 결정 성장 과정의 변화를 

살펴보고자 48시간 반응과 동일한 조건에서 12시간, 24시간 반응시키는 실험을 함께 

진행하였다. 불소 이온 1ppm 조건의 실험군 4, 8의 모든 시간대에서 판 구조가 전혀 

관찰되지 않고, 48시간 반응 시에는 바늘 모양 구조가 해당 실험군에서만 관찰되는 

점이 특징적이었다. 한편, OCP는 매우 낮은 빈도로 발견되었는데 이는 OCP가 결정 

성장 초기에만 형성되었다가 12시간 이전에 대부분 가수 분해되는 것으로 여겨진다. 

실험군 3,4,7,8에 대해 시행한 EDS 분석에서는, 불소 이온 1.0ppm 조건의 실험군 4, 

8에서 불소 이온이 결정 성장 과정에 직접적으로 참여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실험을 통해 도출된 결론은 다음과 같다.  

1) 결정 성장에서 OCP는 결정 성장 초기에만 형성되었다가 12시간 이전에 대부분 

가수 분해되는 것으로 보인다. 

2) 불소 이온이 OCP의 가수분해를 촉진하며 결정 표면에서 FA와 HA가 함께 

성장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3) 불소 이온 농도 1.0ppm에서 0.1ppm과 0ppm에 비하여 결정 성장의 증가량과 

불소 이온의 결정 참여율이 증가하는 경향을 보였으며, 이러한 경향성은 25℃보다 

37℃에서 두드러졌다. 

 
 

핵심되는 말: seeded crystal growth, 수산화인회석(hydroxyapatite), 불화인회석

(fluorapatite), 인산팔칼슘(octacalcium phosphate), 불소 농도 



1 

 

저농도의 불소 이온이 수산화 인회석 결정 성장의  

열역학적 변화에 미치는 영향 

<지도교수: 이 찬 영> 

연세대학교 대학원 치의학과 

구 현 경 

 

I. 서 론 

치아를 이루는 법랑질이나 상아질의 경우 각각 90%, 50% 이상이 무기질로 

이루어져 있으며(Roberson et al., 2001), 수산화인회석 (hydroxyapatite, 이하 HA, 

(Ca5(PO4)3(OH))은 이들 조직의 무기질을 이루는 주요 성분이다. 치아는 다른 조직과 

달리 재생이 쉽게 일어나지 않기 때문에, HA의 탈회, 재광화 및 합성 과정에 대한 

연구는 치의학 분야뿐만 아니라 화학, 생물학 분야를 아울러 여러 분야에서 오랫동안 

연구 주제가 되어왔다. 

HA를 이루는 칼슘(Ca
2+

), 인산(PO4
3-

), 수산화(OH
-
) 이온은 탈회, 재광화 등의 

과정을 통해 다른 이온 성분으로 대체되거나 그 구성비가 달라질 수 있다. 칼슘 

이온(Ca
2+

)은 등가의 양이온(Mg
2+

, Sr
2+

, Ba
2+ 

등)으로, 수산화 이온(OH
-
)은 등가의 

음이온(F
-
, Cl

-
, Br

-
 등)으로 대체가 일어날 수 있으며, 결정 내에서의 대체 비율도 

다양하다(Trautz, 1967; LeGeros, 1991). 이러한 변화 과정은 열역학적인 평형관계에 

기초하고 있으며, 대체 가능한 이온 모두가 HA의 평형관계에 영향을 끼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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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포화도, 시간, pH, 온도 등의 조건에 따라서도 평형상수가 달라질 수 있다. 특히, 

생체 내 환경에서는 단백질과 같은 유기 성분 역시 촉진 또는 저해 작용의 인자로 

작용할 수 있다. 이와 같이, HA의 결정 성장 과정에는 여러 가지 변수가 영향을 끼칠 

수 있으므로 HA의 결정 성장에 관한 연구에서는 이러한 변수들에 대해 통제가 

가능한 연구 모델이 필요하다.  

결정의 침전 반응은 크게 핵 발생과 결정 성장의 두 가지 단계를 거친다. 핵 발생은 

분산되어 있던 이온들이 부착 및 정렬되어 일정한 크기 이상으로 형성되는 단계로 

온도, 압력, 포화도 등에 대해서 까다로운 조건이 요구된다. 결정 성장은 일정 크기 

이상의 핵이 형성된 이후에 핵 표면으로 이온들이 부착되어가는 과정으로 핵 발생 

과정에 비해 그 성장 조건이 까다롭지 않다(Sunagawa, 2005). HA의 침전 반응에 

관한 연구는 크게 자발적 침전 반응을 연구하는 것과 침전 반응 촉진을 위해 미리 

형성된 결정 핵 물질(seed)을 넣어준 상태에서의 결정 성장을 연구하는 방법으로 

분류할 수 있다. 전자의 경우, 칼슘이나 인산 이온에 대하여 생체 내 조건과 다른 

고농도의 실험용액을 필요로 하므로, 생리적 결정 성장 과정과 차이가 있다(Meyer 

and Eanes, 1978; Wang et al., 2009). 본 연구에 사용된 seeded crystal growth 

실험 모형은 Mura-Galleli에 의해 소개된 것으로, 일정 크기 이상으로 성장한 결정 

핵을 넣어주어 핵 발생 단계를 생략함으로써 생체 내 이온 농도와 비슷한 수준에서도 

결정 성장이 일어날 수 있도록 설계되어 있다. 또한 결정 핵 물질을 소형 반응주에 

위치시키고 연동 펌프를 이용해 과포화 상태의 실험 용액을 일정한 속도로 

통과시킴으로써 생체 내에서 법랑모세포와 인접한 좁은 부위에 균일한 속도와 농도의 

유액이 공급되는 것을 재현한다. 즉, 해당 실험 모형은 생체 내 이온 농도와 비슷한 

수준에서도 결정 성장이 일어날 수 있고, 앞서 살펴 본 결정 성장의 여러 가지 

변수들을 통제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Mura-Galelli et al., 1992). 한편, 반응주의 

국소 위치에 따라 반응 용액 조건들의 차이가 나타나 결정 침전 역학을 정확히 

규명하는데 한계로 작용할 수도 있으나 해당 모델을 사용한 기존의 여러 연구에서 

실험의 유효성과 일관성이 확인되었기 때문에(오승연 외, 1997; 신한얼 외, 2012), 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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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에서도 해당 실험 모형을 사용하게 되었다.  

현재까지 밝혀진 HA의 결정 성장 기전에 따르면, 결정 성장 초기에는 HA의 표면에 

전구체가 형성되었다가 가수분해 되어 점차 HA와 유사한 형태로 침전되며 결정이 

성장해가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Brown, 1962; Graham and Brown, 1996; Arellano-

Jiménez et al., 2009). 초기 연구에서는 형성될 수 있는 전구체 후보로 이인산칼슘 

이수화물(dicalcium phosphate dehydrate, 이하 DCPD, CaHPO42H2O), 이인산칼슘 

무수화물(dicalcium phosphate anhydrous, 이하 DCPA, CaHPO4), 

인산팔칼슘(Octacalcium phosphate, 이하 OCP, Ca8H2(PO4)65H2O) 등이 

언급되었으나 최근에는 OCP가 가장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여겨진다(Iijima et al., 

1996; Liu et al., 1997; Iijima and Moradian-Oldak, 2005). 특히, HA의 결정 성장을 

촉진시키는 인자로 알려진 불소 이온이 존재할 경우에는, OCP의 가수분해를 

촉진하여 결정 형성을 돕거나 직접 HA 결정의 수산화기를 치환하여 화학적으로 더 

안정한 불화인회석(fluorapatite, 이하 FA, (Ca5(PO4)3F) 을 형성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하지만, 결정 성장을 촉진함에 있어 불소 이온이 직접적으로 참여하는 것인지 

혹은 결정에 참여하지 않고 결정 성장 과정만을 촉진시키는 것인지 여부에 대한 

연구는 불충분한 상황이다(Brown, 1962; Christoffersen and Christoffersen, 1984; 

Xuedong, 2015). 한편, 불소 농도가 증가할수록 HA 결정 성장량이 증가하는 

경향성에 대해선 일치된 의견을 보이나, 그 경향성을 보이는 불소 이온 농도의 

한계치에 대해선 이견이 존재한다. 특히 저농도의 불소 이온이 결정 성장을 

촉진시키는지 저하시키는지 여부에 대해선 연구가 부족한 편이다. 불소 이온 0, 0.15, 

1, 2, 3.5, 5ppm 농도 조건에 따른 칼슘 이온 소모의 변화를 살펴본 한 연구에 따르면, 

1, 2, 3.5, 5ppm에서는 0ppm 조건에 비하여 칼슘이온의 소모가 현저히 크게 

나타났지만, 0.15ppm 농도에서는 0ppm 조건에 비하여 칼슘이온의 소모가 적은 

결과를 보인 바 있다(Amjad and Nancollas, 1979). 한편, 불소 이온 0.05ppm 

조건에서도 0ppm 조건에 비하여 칼슘이온의 소모가 증가하였음을 보고한 연구도 

있다(Mura-Galelli et al., 1992). 이러한 배경을 바탕으로 본 연구에서는 저농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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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주의 불소 이온의 농도 변화가(0ppm, 0.1ppm, 또는 1.0ppm) HA를 이용한 결정 

성장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볼 것이다. 

기존에 행해진 HA의 결정 성장에 관한 대부분의 연구는 반응 용액의 온도가 

25℃로 설정되어 있으나, 평균 체온인 37℃ 조건과는 차이가 있다(Meyer and Eanes, 

1978; Mura-Galelli et al., 1992; 오승연 외, 1997; 신한얼 외, 2012) 이러한 온도 

조건의 변화는 이온들의 반응성과 결정의 용해도에 영향을 끼칠 수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25℃ 혹은 37℃로 온도 조건을 두 가지로 

달리하여 반응 용액을 공급하였다.  

본 연구의 목적은 포화도가 동일하게 설계된 두 조건(25℃ 혹은 37℃)의 과포화 

용액에서 저농도 범주의 불소 이온의 농도 변화가(0ppm, 0.1ppm, 또는 1.0ppm) 

HA를 이용한 결정 성장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는 것이다.  

 

II. 재료 및 방법 

2.1. 실험 용액의 준비 

2.1.1. Stock 용액의 조제 및 결정 핵 물질의 준비 

염화칼슘 이수화물(CaCl2·2H2O) 분말(분자량 90.08, Sigma-Aldrich Co., St Louis, 

MO, USA), 인산칼륨(KH2PO4) 분말(분자량 136.09, Sigma-Aldrich Co.), 아지드화 

나트륨(NaN3) 분말(분자량 65.01, Sigma-Aldrich Co.)로부터 각각 0.1 M 수용액을 

조제하였다. 또한 불화나트륨(NaF) 분말(분자량 41.99, Sigma-Aldrich Co.)로부터 

불소 이온 100 ppm 용액을 조제하였다. 용액 제조에는 삼차 증류수를 사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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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on chromatography (790 Personal IC, Metrohm, Herisau, Switzerland)의 

Metrosep C4 column과 Anion Supp 5 column을 통해 염화칼슘, 인산칼륨, 불화 

나트륨 stock 용액의 칼슘, 인산, 불소 이온의 농도를 분석하여 확인하였다. 칼슘 

이온 1mM과 인산 이온 3mM의 경우 Metrosep C4 column과 Anion Supp 5 

column의 분석한계에서 벗어나기 때문에 peak tailing 및 다음 과정의 분석에 오류를 

일으킬 수 있다고 판단되어 1/50로 희석하여 분석한 후 추후 보정하였다. 결정 

성장을 위한 결정 핵 물질로는 합성 HA 분말(분자량 502.31, Sigma-Aldrich Co.)을 

사용하였다.  

2.1.2. 실험 용액의 조제 

Table 1은 본 연구에 사용된 8개 실험군의 반응 용액 조건을 나타낸 것이다. 모든 

실험 용액은 인산칼슘 과포화 용액으로 칼슘과 인산의 농도 및 방부제로 사용된 

아지드화 나트륨의 농도가 동일하다. 반응용액 1L를 만들기 위해 1L 메스플라스크를 

준비하고, 염화칼슘 이수화물 0.1M 용액에서 10mL, 인산칼륨 0.1M 용액에서 30mL, 

아지드화 나트륨 0.1M 용액에서 30.8mL을 취하였다. 실험군 3, 7의 경우 불소 

100ppm 용액에서 1mL를, 실험군 4, 8의 경우 10mL를 추가로 취하였다. 이후 각 

실험 용액은 1L 부피가 될 때까지 삼차 증류수를 가하는 방식으로 제조하였다. 각 

실험군의 pH는 pH meter (Model 920A, Orion Research Inc., Beverly, USA)로 

계측하였으며, 모두 pH 6.95~7.05 범주 내로 확인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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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Seeded crystal growth 실험 모형 

실험 모형은 Mura-Galelli가 개발한 것과 동일하며, Fig. 1에 도식화 하였다(Mura-

Galelli et al., 1992; 신한얼 외, 2012). 실험 모형은 원래의 실험 용액을 담은 vessel 

A, 실험용액을 일정한 유속으로 흐르도록 해 주는 연동 펌프(peristaltic pump, 

Masterex 7524, Cole-Parmer, IL, USA), HA seed가 담긴 반응주(reaction column), 

그리고 반응주를 통과한 실험 용액을 포집하기 위한 vessel B로 구성되어 있다. 

반응주는 1 cc 일회용 주사기의 실린더를 절단하여 사용하였으며, 실린더 헤드가 

아래로 향하도록 바닥에 수직으로 고정하였다. 실험 용액은 연동 펌프에 의해 일정 

유속(평균 2.5mL/hr)으로 위쪽에서 주입되어 반응주를 통과하고 실린더 헤드를 통해 

빠져나가게 된다. 반응주의 바닥부위에는 거름종이(Advantec, Toyo, Tokyo, Japan)를 

위치시켜 그 위로 결정이 침전되도록 하였고, 거름종이를 고정시키기 위하여 크기가 

맞는 고무 링을 사용하였다. 반응주 내에는 결정 핵 물질로 준비된 HA 분말을 

거름종이 위에 위치시켰다. 미량 저울(microbalance, MC-5, Sartorius, Goettingen, 

Germany)을 이용하여 질량을 측정하여 각각 5mg의 HA를 사용하였다. 대기압 하의 

25℃ 조건과 항온수조를 이용하여 조절된 37℃ 조건에서 48시간 동안 반응을 

Table 1. Initial composition of experimental solution  

Group 1 2 3 4  5 6 7 8 

Temperature 25℃  37℃ 

Experimental solution concentration        

Calcium(mM) 1.01 1.01 1.02 1.00  1.01 1.01 1.02 1.00 

Phosphate(mM) 3.01 3.01 3.02 3.01  3.01 3.01 3.02 3.01 

Sodium azide(mM) 3.08 3.08 3.08 3.08  3.08 3.08 3.08 3.08 

Fluoride (ppm) 0 0 0.10 1.01  0 0 0.10 1.00 

Hydroxyapatite (mg) 0 5.2 5.1 5.3  0 5.3 5.2 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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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속하였으며, 연동 펌프를 통한 실험용액의 투입 유속은 2-3mL/hr 사이 값으로 

일정하게 유지하였고, 총 반응 용액은 120mL로 동일하게 투입하였다. 같은 실험을 

한 군당 10차례 반복하여 시행하였다. 한편, 반응 시간에 따른 변화를 살피기 위해 

동일한 실험 조건에서 12시간, 24시간 반응시키는 실험을 함께 진행하였으며, 이에 

대해서는 정성적 분석을 진행하였다.  

 

Figure 1. Schematic illustration of experimental set-up seed crystals, reprinted 

from ref. (Shin et al., 2012) with permission 

2.3 실험 후 분석 

2.3.1. 실험 전 후 용액의 이온 농도 비교 및 질량 변화 

실험을 마친 후에는 반응주를 통과한 후 포집된 용액의 칼슘 및 불소 이온의 농도를 

ion chromatography를 통해 측정하였다. 반응 후 포집된 용액의 칼슘 이온의 

경우에도 반응 전 용액과 마찬가지로 Metrosep C4 column의 분석한계에서 벗어나기 

때문에 1/50로 희석하여 분석한 후 추후 보정하였다. 실험 전과 후의 이온 농도의 

차이를 계산하고, 이를 바탕으로 실험군간 차이를 비교하였다. 한편, 각 이온의 농도 

변화량과 반응 용액의 소모량의 곱을 통해 각 이온의 소모량을 계산하였다. 또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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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3에서 밝힐 생성 물질의 성분 분석과 분자량을 바탕으로 질량 증가량을 

계산하였다.   

2.3.2. 통계 분석 

실험을 통해 측정된 칼슘 및 불소 이온의 반응 전후의 농도가 관련 요인에 따라 

차이가 발생하는지를 확인하기 위한 분석을 실시하였으며, 이를 위해 SPSS Statistics 

18.0(IBM Corporation, Somers, NY, USA) 프로그램을 사용하였다. 독립변수인 결정 

핵 물질 여부, 온도 조건 및 불소농도에 따라 종속변수인 칼슘 및 불소 이온의 농도 

변화에 차이가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이원분산분석(two-way ANOVA)을 시행했다. 

이를 통해 이원분산분석에서 독립변수 간의 상호작용효과(interaction effect)가 

있는지 확인하였다. 그리고 각 독립변수들에 따라 구분되는 집단 간의 종속변수 결과 

차이를 확인하기 위해 일원분산분석(one-way ANOVA)을 시행하였다. 일원분산분석 

결과에서 집단 간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확인된 경우, 사후 검정으로 tukey 

test를 실시하여 세부적인 결과를 파악했다. 모든 분산분석의 유의수준은 0.05로 

정의하였다. 

 

2.3.3. XRD(X-ray diffraction), SEM(scanning electron 

microscope), EDS(energy-dispersive X-ray spectroscopy) 분석 

실험 종료 후에 반응주 내의 분말을 대상으로 XRD, SEM, EDS를 이용하여 정성 

분석을 진행하였다. 단, 결정 핵 물질이 존재하지 않았던 실험군의 경우 분말 수집이 

불가하여 정성 분석에서 제외하였다. 반응 전과 후의 분말 결정의 성분 분석을 위해 

X-ray diffractometry (D8 Advance, Bruker Corporation, Saarbrücken, Germany)를 

사용하였고, ICDD (the international centre for diffraction data)에서 제공하는 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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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powder diffraction file) database와 비교하는 과정을 거쳤다. 결정 표면의 

양상을 살피기 위해 SEM (scanning electron microscope, JEOL 7100F, JEOL 

7800F, JEOL Ltd., Japan) 분석을 진행하였다. 반응 시간에 따른 변화를 살피기 위해 

12시간, 24시간 동안 반응시킨 실험군에 대해서도 SEM 분석을 진행하였다. 한편, 

불소 이온이 포함된 실험 용액과 반응한 실험군에 대해서는 EDS(energy-dispersive 

X-ray spectroscopy, JEOL-7100F, JEOL Ltd., Japan) 분석을 통해 결정 성분 내에 

불소 이온이 존재하는지 여부를 살펴보았다. SEM 및 EDS 분석은 모두 sputter-

coater (Cressington 208HR, Cressington Scientific Instruments Ltd, UK; 

sputtering current: 80 mA)를 통해 백금 (platinum) 코팅된 상태에서 진행하였다.  

 

III. 결과 

3.1. 실험 전 후 실험 용액의 이온 농도 변화량 분석  

결정 침전 반응 후 실험 용액의 칼슘 이온과 불소 이온의 농도 변화량은 Table 2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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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2. Changes in concentration of calcium and fluoride ion in experimental 

solution after 48hours (N=80) 

Group Temperature 
HA  

(mg) 

F
-
 

(ppm) 

Changes in the experimental solution  

(inlet-outlet) 

ΔCa
2+

 

(mean ppm ± 

STD) 

ΔF
-
  

(mean ppm ± 

STD) 

1 

25℃ 

0 0 1.074±0.680 - 

2 5 0 1.845±0.673 - 

3 5 0.1 3.865±1.159 0.0164±0.0070 

4 5 1.0 10.096±0.850 0.2339±0.0799 

5 

37℃ 

0 0 0.908±0.622 - 

6 5 0 2.588±0.756 - 

7 5 0.1 3.977±0.670 0.0351±0.0070 

8 5 1.0 13.341±2.358 0.5085±0.0849 

HA: hydroxyapatite, STD: standard deviation. 

 

3.1.1. 결정 핵 물질 여부와 온도 조건에 따른 칼슘 이온의 농도 변화 

결정 핵 물질 여부(0mg 혹은 5mg)와 온도 조건(25℃ 혹은 37℃)에 따른 칼슘 

이온의 농도 변화를 분석한 결과는 Table 3과 같다. 이원분산분석을 시행한 결과 두 

독립변수 사이에 상호작용이 존재하지 않았다(p=0.447). 분산분석 결과, 결정핵 

물질이 존재하는 경우에만 온도 조건에 따라 칼슘 이온 농도 변화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결정핵 물질이 존재하지 않는 군, 결정핵 물질이 존재하는 25℃ 

조건, 결정핵 물질이 존재하는 37℃ 조건 순으로 칼슘이온의 소모량이 순차적으로 

증가하는 경향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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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3. Changes in calcium concentration (mean ppm ± STD) by temperature 

and seed material  

 
Seed material 

No seed (N=20) Seed (N=60) 

25℃ (N=40) 1.074±0.680
A
 5.269±3.680

B
 

37℃ (N=40) 0.908±0.622
A
 6.635±5.063

C
 

Mean values with different letters are significantly different (p<0.05). 

 

3.1.2. 불소 이온의 농도와 온도 조건에 따른 칼슘 이온의 농도 변화 

불소 이온의 농도(0ppm, 0.1ppm, 또는 1.0ppm)와 온도 조건(25℃ 혹은 37℃)에 

따른 칼슘 이온의 농도 변화를 분석한 결과는 Table 4 와 같다. 이원분산분석을 

시행한 결과 두 독립변수 사이에 상호작용이 존재하였다(p<0.001). 일원분산분석을 

실시한 결과, 불소 이온 0ppm 조건에서는 온도 조건에 따른 칼슘 이온 소모에 차이가 

없었다. 이와 비교해 불소 이온 0.1ppm 조건과 1.0ppm 조건에서는 온도 조건이 다른 

경우 칼슘 이온의 소모에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한편, 온도 조건이 25℃인 경우 

칼슘 이온의 농도변화는 불소 이온 농도에 따라 세 집단 모두에서 유의한 차이가 

있었고, 양의 상관관계를 보였다. 37℃의 온도조건에서는 0ppm 과 0.1ppm 에서 칼슘 

이온 농도변화에 유의한 차이가 없었으나 1.0ppm 조건에서는 칼슘 이온의 소모가 

유의하게 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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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3. 불소 이온의 농도와 온도 조건에 따른 불소 이온의 농도 변화 

불소 이온의 농도(0ppm, 0.1ppm, 또는 1.0ppm)와 온도 조건(25℃ 혹은 37℃)에 

따른 불소 이온의 농도 변화를 분석한 결과는 Table 5 와 같다. 이원분산분석을 

시행한 결과 두 독립변수 사이에 상호작용이 존재하였다(p<0.001). 일원분산분석을 

실시한 결과, 불소 이온 0.1ppm 조건에서는 온도조건에 따른 불소 이온 소모량에 

차이가 없었다. 이와 비교해 불소 이온 1.0ppm 조건에서는 온도 조건이 다른 경우 

불소 이온의 소모량에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한편, 25℃와 37℃의 온도 조건 

모두에서 불소 이온 농도에 따라 불소 이온 소모량이 증가하는 경향을 보였다.  

Table 4. Changes in calcium concentration(mean ppm ± STD) by temperature 

and fluoride concentration 

 F
-
 0ppm (N=20) F

-
 0.1ppm (N=20) F

- 
1.0ppm (N=20) 

25℃ 

(N=30) 
1.845±0.673

Aa
 3.865±1.159

Ab
 10.096±0.850

Ac
 

37℃ 

(N=30) 
2.588±0.756

Aa
 3.977±0.670

Aa
 13.341±2.358

Bb
 

Mean values with different letters (A,B: upper case within columns; a,b,c: lower case 

within rows) are significantly different (p<0.05). 

Table 5. Changes in fluoride concentration(mean ppm ± STD) by temperature 

and  fluoride concentration 

 F
-
 0.1 ppm F

-
 1.0 ppm 

25℃ 0.016±0.007
Aa

 0.234±0.078
Ab

 

37℃ 0.035±0.008
Aa

 0.509±0.085
Bb

 

Mean values with similar letters (A,B: upper case within columns; a,b: lower case within 

rows) are significantly different (p<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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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X-ray diffraction (XRD) 분석 

실험군 2, 3, 4, 6, 7, 8의 결정과 결정 핵 물질로 사용된 순수 HA 결정에 대하여 

XRD 촬영을 진행하였다. XRD 특성상 분석시료가 최소 5mg 이상 필요하였기 때문에 

최종 sample이 5mg이 되지 않았던 Group 1과 5는 제외하였다. 촬영 결과는 HA, FA, 

DCPD, DCPA, OCP의 ICDD의 PDF database를 기준으로 비교하였다.  

Fig. 2는 5-60°의 회절각(2θ)
1)

 범주에서 촬영한 모든 샘플의 XRD 결과를 나타낸 

것으로 각 그룹이 비슷한 양상을 보임이 확인되었다. Fig. 3에서는 촬영된 XRD 결과 

중 실험군 2를 선으로 나타낸 후 이를 HA 및 FA의 XRD database와 비교하여 

샘플의 구성 성분을 확인하고자 하였다. 실험군 2는 Fig. 2에서 모든 샘플의 XRD 

결과가 유사했음을 근거로 임의로 선택하여 나타낸 것이다. Fig. 3를 통해선 HA와 

FA의 peak 세기는 다르지만 위치가 거의 동일하고, 실험군 2와도 유사한 것이 

확인된다. 이를 근거로 샘플 물질은 HA 또는 FA로 구성되어있다고 여겨진다. Fig. 

4에서는 HA의 촬영 결과를 선으로 나타낸 후, 칼슘과 인산을 주 구성요소로 하는 

OCP, DCPD, DCPA 물질의 XRD database와 비교하였다. OCP, DCPD, DCPA의 peak 

위치와 세기가 샘플의 것과 거의 일치하지 않기 때문에 해당 물질이 높은 비율로 

존재할 가능성이 매우 희박하다고 볼 수 있다. Fig. 5은 실험군 2, 3, 4, 6, 7, 8의 특정 

부분을 (2θ: 31-33°) 확대하여 비교한 예로, 신호 세기의 최대값과 위치, 즉 피크의 

양상이 미세하게 변하는 것을 관찰할 수 있다. 

                                           

1) 조사된 X선 입사각(θ)의 두 배로 측정 대상의 기하학적 배치를 잘 반영함 (diffraction angle) 

(Karolus,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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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2. The XRD patterns of Group 2, 3, 4, 6, 7, 8 and HA seed material. X-ray 

patterns were measured in the range of 5 – 60° (2θ) with step of 0.02° (2θ). All 

samples showed very similar patterns 
 

 
Figure 3. The XRD pattern of group 2(line —) compared with the ICDD PDF 

database of HA(●) and FA(■). The peak intensities of HA and FA are different, 

but they are almost identical in position and similar to group 2. Thus, group 2 is 

considered to consist of HA or FA 

5.0 15.0 25.0 35.0 45.0 55.0

In
te

n
s
it
y
 (

A
rb

. 
U

n
it
s
) 

Diffraction angle(2θ) 

FA

HA

Group2



15 

 

31.31 31.71 32.12 32.53 32.94

Diffraction angle(2θ) 

Group 6

Group 7

Group 8

 
Figure 4. The XRD pattern of HA(line —) compared with the ICDD PDF database 

of OCP(◆), DCPA(▲), and DCPD(x). It is very unlikely that OCP, DCPD, and DCPA 

are present at high rates 

 

 

Figure 5. The enlarged XRD patterns of group 2-4(left) and 6-8(right) in the 

range of 2θ=31-33°. The maximum value and position of the signal intensity are 

slightly chang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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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Table 2의 실험 용액의 칼슘 및 불소 이온 농도 변화량과 Fig. 2와 3에서 

확인한 샘플 물질이 HA 또는 FA로 구성되어 있다는 정보를 바탕으로 결정 성장량을 

계산하여 이를 Table 6에 나타내었다. 먼저, 각 실험군의 칼슘 이온 농도 

변화량(ppm)과 48시간 동안 반응주를 통과한 반응 용액의 부피(0.12L)의 곱을 통해 

칼슘 이온 소모량(mg)을 구하였고, HA나 FA 에서 칼슘이 차지하는 질량 

분율(0.4=40.078x6/502.3, 0.4=40.078x6/504.3)로 나누어 결정 성장량을 계산하였다. 

실험군 3, 4, 7, 8의 불소 이온 농도 변화량에 대해서도 같은 계산법을 적용하여 FA의 

결정 성장량을 구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각 실험군의 결정 성장량에 대한 FA의 결정 

성장량을 몰분율(%)로 계산한 결과를 추가로 나타내었다. FA의 성장률은 4~40%로 

불소 이온이 제공되는 환경에서도 FA와 HA가 혼재되어 성장하게 됨을 예상할 수 

있다. 

Table 6. Amounts of crystal growth calculated from concentration changes of 

experimental solution 

Group 
Amounts of crystal growth (FA+HA) Amounts of FA 

(µmol)
3
 

FA / total 

(%)
4
 

 (mg)
1
  (µmol)

2
 

1 0.32 0.64 - - 

2 0.55 1.10 - - 

3 1.16 2.30~2.31 0.10 4.5 

4 3.02 6.01~6.02 1.48 24.6 

5 0.27 0.54 - - 

6 0.78 1.54~1.55 - - 

7 1.19 2.37~2.38 0.22 9.6 

8 4.00 7.94~7.97 3.21 40.7 

1.Amounts of crystal growth (mg) = Calcium ion concentration change (ppm, mg/L) x 0.12L 

(volume of experimental solution)/ 0.4 (calcium fraction of HA or FA, 40.078x5/502.3 or 

504.3) 

2.Amounts of crystal growth (µmol) = Amounts of crystal growth (mg) x 10
3
/ 502.3 or 

504.3 (molecular weight of FA or HA (mg/mmol)) 

3.Amounts of FA (µmol) = {Fluoride ion concentration change (ppm, mg/L) x 0.12L / 0.038 

(fluoride fraction of FA, 18.998/504.3} x 10
3
/ 504.3 (molecular weight of FA(mg/mmol)) 

4.FA / total (%) = Amounts of FA (µmol) x 100 / amounts of crystal growth(µmo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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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결정 침전 표본의 주사전자현미경(Scanning electron 

microscope, SEM) 관찰 

Fig. 6에서는 결정 핵 물질로 사용된 HA를 SEM의 다양한 배율로 살펴보았다. 

저배율(x300)상에서는 10-30㎛크기의 구형 입자가 관찰되고, 각각의 구형입자는 

다양한 크기의 육각형 기둥 모양으로 이루어져 있음이 중배율(x30,000)에서 확인된다. 

50-250nm의 다양한 크기의 편평한 면 위로 수십 nm 크기의 작은 입자들이 덧붙어 

있는 것이 고배율(x100,000)에서 관찰된다.  

   
Figure 6. The SEM images of seed material, prior to the reaction (a) (x300) 

Spherical particles having a size of 10-30㎛ are observed; (b) (x30,000) The 

hexagonal rods of various sizes are observed as the enlarged rectangular area 

shown in (a). Area outlined in white in (b) is shown in (c) (x100,000). 

다른 실험군과 달리 결정핵 물질이 없었던 실험군 1, 5의 경우 구형 입자가 한 두 

개씩만 관찰되었으며 이를 Fig. 7에 첨부하였다. 두 그룹 모두 filter paper fiber로 

여겨지는 물질 사이로 작은 결정 입자가 드물게 관찰된다. 매우 낮은 빈도로 

발견되었기 때문에 결정 형성이 거의 일어나지 않았다고 보는 것이 바람직하며, 이에 

대한 정성분석 역시 일반화의 오류를 범할 수 있다고 판단되어 향후의 논의에서 

배제하였다. 

a b 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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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7. The SEM images of group 1(a) and 5(b) with no seed material at x300 

magnification. In both groups, very few crystals(arrows,→) were found among 

the materials considered as filter paper fibers 

Fig. 8는 실험군 1, 5를 제외한 실험군 2,3,4,6,7,8의 300배 관찰 결과이며 10-

30um 크기의 둥근 모양의 결정이 주로 관찰된다. 이는 앞서 살펴 본 결정핵 물질인 

HA의 관찰 결과와 매우 유사하다. 다만, 불소 이온 1ppm 조건의 실험군 4, 8에서 

상대적으로 작은 크기의 결정들이 다른 결정과 연결된 상태로 결정 성장을 하고 있는 

듯한 양상을 보이는 것이 특징적이다. 온도조건에 따른 차이는 관찰되지 않았다. 

 

 

 

 

 

a 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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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8. The SEM images of each group at x300 magnification. (a-c) Group 2, 3, 

4 of 25℃; (d-f) Group 6, 7, 8 of 37℃. Similar images to seed material (Fig. 6a) 

were observed in groups 2(a), 3(b), 6(d), and 7(e). However, in the groups 4(c) 

and 8(f) with 1 ppm of fluoride ion, it is characteristic that relatively small 

crystals seem to be growing in a state connected to other crystals 

결정 성장 과정에서의 변화를 관찰하기 위해 실험군 2,3,4,6,7,8의 경우 같은 

조건에서 12시간, 24시간 반응시키는 실험을 추가로 진행하였다. 각 실험군의 12시간, 

24시간, 48시간 조건에서 가장 일반적으로 관찰되는 양상의 3만 배율 사진을 Fig. 

9에 실었다. 얇고 큰 판 형태는 드물게 관찰되었으나, 반응 과정에 대한 이해에 

필요한 부분이라고 판단되어 해당 사진의 일부분을 좌측 상단부에 함께 배치하였다. 

다른 그룹과 달리 실험군 4, 8(불소 이온 1ppm 조건, 각각 25℃와 37℃)의 경우 

모든 시간대에서 판 구조가 전혀 관찰되지 않고, 48시간 반응 시에는 바늘 모양 

구조가 관찰되는 점이 특징적이었다. 실험군 4와 8의 48시간 조건을 제외한 모든 

그룹에서는 결정핵 물질과 유사하게 육각기둥 모양이 주로 관찰되고, 기둥 사이의 

경계가 불분명한 덩어리 형태도 관찰되었다. 전형적인 판 구조가 나타난 실험군 2, 3, 

5의 경우에는 판 사이로 기둥 형태가 혼재되어 나타났고, 실험군 6의 경우에는 판 

자체가 바늘 모양 구조로 바뀌는 듯한 양상이 관찰되었다. 

d e f 

a b 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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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9. The most commonly observed patterns of each group of SEM images at 

x30000 magnification. i.e. G2-12h means the group 2 after 12hours. Inset in G2-

12h, G3-12h, G3-24h, G6-48h, G7-48h shows thin and large plate structures, 

rarely observed, but considered necessary for understanding the reaction 

process. Unlike the other groups, plate structures were not observed at all times 

in the groups 4 and 8, but needle-shaped structures were observed only after 48 

hours reaction 

 

Fig. 10는 실험군 4, 8의 특징적인 부분을 10만배로 촬영한 결과로, 바늘 모양 

구조가 실험군 4 (F 1.0ppm, 25℃)에서는 상대적으로 둥근 첨단을 보이고, 실험군 8 

(F 1.0ppm, 37℃)에서는 구조의 끝 부분이 더 첨예한 각을 이룸을 확인할 수 있다. 

  
Figure 10. The SEM images of the group 4 (F 1.0ppm, 25℃ condition, a) and 8 

(F 1.0ppm, 37℃ condition, b) after 48 hours reaction at x100,000 magnification. 

It can be seen that the needle-like structure has a relatively rounded peak at 

(a) and a more acute angle at (b) 

Fig. 11은 결정 성장 반응 기전에 대해 정보를 주는 고배율 상에서의 SEM 사진이다. 

(a)의 경우 가장 흔하게 관찰되는 구조로, HA의 성장이 육각 기둥을 기준으로 여러 

G8-24h 

a b 

G8-12h G8-48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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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으로 성장할 수 있는 것과 관련이 있어 보인다. (b)의 경우 육각기둥이 일정 크기 

이상으로 성장하였을 때 인접한 다른 결정과 연결되는 양상으로 판단된다. (c)는 

대부분의 연구에서 OCP로 언급되는 가장 전형적인 구조로(Mura-Galelli et al., 1992), 

넓고 얇은 모양의 판 구조가 관찰된다. 30nm 수준의 두께임에도 그 안으로 미세한 

결이 존재함이 확인된다. (d)의 경우 이러한 OCP 판 구조에 평행한 방향으로 결정이 

성장해 가는 것으로 보이며, (e)는 OCP가 가수분해가 일어나는 과정으로 여겨진다. 

(f)는 OCP 판 구조 사이 공간에서 결정의 성장이 일어나는 것으로 보인다.  

   

   
Figure 11. The SEM images of special morphologies of each groups at x100,000 

magnification. (a, b) group 3(F 0.1ppm, 25℃), (c) group 6(F 0ppm, 37℃), (d, e) 

group 2(F 0ppm, 25℃), (f) group 2-12hr. All images except (f) are after 48 hours 

reaction. (a) The most commonly observed structure, which seems to be related 

to the growth of HA along multiple axes based on hexagonal rods. (b) The 

hexagonal rod is partially grown and connected with other adjacent crystals. (c) 

The most typical structure referred to as OCP is a wide and thin plate structure. 

(d) It seems that the crystal is growing in parallel with OCP plate. (e) The plate is 

considered to be the process of hydrolysis. (f) It seems that crystal growth occurs 

in the space between the OCP plate structures. 

 

d e f 

a b 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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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 Energy dispersive spectroscope (EDS) 분석 

실험 용액에 불소가 포함되어 있는 실험군 3,4,7,8에 대해 SEM 분석 후 추가적으로 

EDS 분석을 시행하였으며 그 결과를 Table 7에 나타내었다. 불소 이온 1.0ppm 

조건의 용액과 반응한 실험군 4, 8의 결정에서는 불소 이온이 존재함이 확인되었다.  

Table 7. The EDS analysis results. The presence of fluoride ions in the crystals of 

groups 4 and 8 was confirmed. 

Wt.%+sigma 
F (0.1ppm) F (1.0ppm) 

Group 3 Group 7 Group 4 Group 8 

C 15.13±0.27 12.28±0.25 10.75±0.30 11.27±0.27 

O 44.04±0.23 44.69±0.20 44.24±0.26 43.55±0.23 

P 13.14±0.09 13.93±0.08 13.34±0.10 13.81±0.09 

Ca 27.69±0.14 28.90±0.13 29.46±0.17 29.19±0.15 

Al - 0.21±0.02 0.25±0.03 0.20±0.02 

Na    0.15±0.03 

F - - 1.97±0.16 1.82±0.14 

total 100.00 100.00 100.00 100.00 

 

IV. 고찰 

본 연구에 사용된 실험 모형은 과포화 상태의 실험 용액을 결정 핵 물질이 놓인 

소형 반응주에 반응 용액을 일정한 속도로 통과시킴으로써 일어난 결정성장 반응을 

평가하고 그 조절 인자들의 영향을 밝히기 위한 것이다. 실험 전 반응 용액과 실험 

후 포집된 용액의 칼슘과 불소 이온의 농도 차이를 통해 각 이온의 소모량을 

계산하였고, 이에 대해 통계 분석을 진행하여 결정 성장에 대한 분석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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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하였다. 가장 먼저 시행한 결정 핵 물질 여부와 온도 조건에 따른 칼슘 이온의 

농도 변화 분석에서 두 가지 변수 사이에 상호작용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다. 본 연구에 사용된 반응 용액은 자발적 침전 반응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낮은 농도 조건이기 때문에(Wang et al., 2009), 결정 형성 반응이 자발적으로 

일어나기 어렵다. 이러한 배경에서 결정 핵 물질의 존재 여부에 따른 반응 여부가 

온도 조건에 따라 영향을 크게 받지 않을 것이므로, 해당 분석 결과는 타당해 

보인다. 한편, 불소 이온의 농도와 온도 조건에 따른 칼슘 이온 및 불소 이온의 농도 

변화 분석에서는 두 가지 독립 변수 사이에 상호작용이 확인됐다. 따라서 각 

독립변수가 종속변수와 연관성이 있다고 할 때 다른 독립변수의 존재 여부에 따라 그 

결과를 해석하는 데 주의가 필요하다. 다만, 본 연구에서는 불소 이온 농도와 

온도라는 두 독립변수에 따른 종속변수의 분석에서 일관된 주효과 (main effect)가 

확인되고, 상호작용효과는 제한적이어서, 각 독립변수에 해당하는 분석결과를 

해석하는데 무리가 없을 것이다.  

먼저, 불소 이온 농도에 따른 변화를 살펴보면, 불소 이온 1.0ppm 조건은 0.1ppm에 

비하여 현저히 높은 칼슘 이온 소모와 불소 이온 소모율을 보였다. 따라서 불소 이온 

1.0ppm 조건은 결정 성장 촉진과 불소이온 결정참여율을 높이는 데 기여한다고 

여겨진다. 한편, 불소 이온 0.1ppm 조건은 25℃에서만 0ppm에 비하여 결정 성장의 

유의미한 증가가 나타났다. 이러한 온도 조건 간의 차이는 0ppm 조건에서의 

칼슘이온 소모가 25℃에 비하여 37℃에서 크게 나타남에 따라 0.1ppm 조건에서의 

칼슘이온 소모량과의 차이를 줄여 유의미성이 나타나지 않게 하는 데 영향을 끼쳤을 

수 있다. 통계적으로 결과를 해석하는 데에 한계는 존재하지만, 불소 이온 0.1ppm 

조건 역시 결정 성장을 촉진하는 데 기여한다고 여겨진다. 온도에 따른 변화를 

살펴보면, 불소 이온 1.0ppm 조건에서는 37℃에서 25℃에 비하여 칼슘 이온과 불소 

이온의 소모율 모두가 증가하였으나, 불소 이온 0.1ppm 에서는 유의미한 차이가 

관찰되지 않았다. 하지만, 반응 용액의 불소 이온 농도가 0.1ppm/ 1.0ppm으로 

10배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불소 이온의 소모량을 절대적으로 비교하는 것은 주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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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요하다. 불소 이온 0.1ppm 조건은 이온 소모의 절대량이 1.0ppm 에 비하여 적다 

보니 유의미성을 나타내는 데에도 한계로 작용했을 수 있다. 통계적 유의성을 

판단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지만, 불소 이온 농도가 증가함에 따라 불소 이온의 반응 

용액 농도에 대한 소모량의 비율이 증가하는 경향이 확인되었다. 

 결정 성장에 대한 정성적 분석은 XRD, SEM, EDS 세 가지 방법으로 진행하였다. 

먼저, XRD 촬영 결과는 ICDD PDF database에서 제공하는 HA, FA, OCP, DCPD, 

DCPA 물질의 XRD 정보와 비교하였다. 이 정보를 이용하는 과정에서, FA의 

경우에는 PDF database가 16개가 존재하여 그 중 high quality가 보장된 7개와 다시 

비교하는 과정을 거쳤고, DCPD, DCPA, OCP의 경우에는 각 1개씩의 database가 

존재하여 이와 비교하였다. Database는 최대값이 100으로 산정되어 제공되기 때문에, 

XRD 측정치의 경우에도 최대값을 통일하여 비교한 결과를 Fig. 2, 3, 4에 나타내었다. 

이 결과를 통해 실험 군간 매우 유사한 XRD 패턴을 나타내며, 그 결과가 HA 또는 

FA의 패턴과 유사함을 확인할 수 있다. Table. 8은 XRD 분석에서 살펴 본 결정 

물질들의 단위 격자가 이루는 배열과 구조에 대한 정보를 나타낸 것으로, XRD 

패턴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나타내었다. HA와 FA의 경우를 적용해보면, crystal 

system과 space group이 동일하며, 단위 격자 정보(cell parameter; a, b, c, alpha, 

beta, gamma)가 근사치를 가지기 때문에 매우 유사한 XRD pattern을 보이는데 

영향을 끼쳤음을 확인할 수 있다(Rulis et al., 2004). 따라서 XRD 촬영 결과를 통해 

각 실험군이 HA나 FA 중 어느 한 물질로만 이루어졌다고 단정지을 수 없으며, HA, 

FA 또는 두 물질이 혼재되어 있다고 결론 내리는 것이 타당해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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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8.  Information of crystal system and cell parameters of HA, FA, OCP, 

DCPD, DCPA (Rulis et al., 2004) 

 
Molecular 

formula 

Crystal 

system 

Space 

group 

Cell 

Parameters α β γ 

a b c 

HA Ca5(PO4)3(OH) Hexagonal 
P63/m 

(176) 
9.43 9.43 6.89 90 90 120 

FA Ca5(PO4)3F Hexagonal 
P63/m 

(176) 
9.35 9.35 6.87 90 90 120 

OCP Ca8H2(PO4)6.5H2O Triclinic P1(1) 19.9 9.63 6.87 90.7 90.7 71.8 

DCPD Ca(HPO4)(H2O)2 Monoclinic Cc(9) 6.41 15.2 5.86 90 119.2 90 

DCPA Ca(HPO4) Triclinic P1(1) 6.91 6.63 6.99 96.3 103.8 88.3 

 

Fig. 4에서는 인산 칼슘의 다른 형태로 알려진 OCP, DCPD, DCPA의 XRD 패턴과 

촬영 결과를 비교하였다. DCPA, DCPD의 경우 관찰 가능한 회절각(2θ) 범주 내에서 

피크의 세기 순위가 역전되고 피크의 불일치도가 증가하는 경향이 관찰되는 것으로 

보아, DCPD나 DCPA가 존재할 경우 피크 양상의 변화가 명확하게 나타날 것이다. 

OCP의 경우에는 피크 일치도가 높지는 않으나, 비교가 힘든 2θ = 4°에서 가장 

뚜렷한 피크를 나타낸 것을 제외하고는 DCPD나 DCPA처럼 피크 패턴 상에 큰 

차이를 보이는 곳은 관찰되지 않는다. 하지만 전반적인 패턴 일치도가 낮아 OCP도 

실험군 샘플에 높은 비율로 존재한다고 설명할 수 없다. 결론적으로, DCPD, DCPA, 

OCP 모두 실험군 내에 높은 비율로 존재하지 않음이 확인되었다. 단, 본 연구는 

48시간 반응한 실험군을 대상으로 측정했으므로 다른 물질 존재의 가능성에 대한 

논의도 48시간 반응 시에 관한 것으로 한정한다. 

Fig. 5에서는 HA와 FA, 이 두 가지 물질이 피크 위치는 공통되나 피크 세기가 

부분적으로 다름에 근거하여 두 가지 물질의 구성비를 확인하고자 패턴이 명확한 2θ 

= 31~33° 구간을 확대하여 살펴 본 것이다. 미세한 차이가 관찰되었고, 실험군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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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성비에 차이가 있는 것은 예상해볼 수 있었다. 하지만 여러 구간(10-11.5°, 21-23°, 

25 -26.5°, 27.5-30°, 34-36°, 38-41°, 41-43°, 46-55°)을 추가로 설정하여 크기나 

면적비에 대한 정보를 종합해 보았을 때, 결정의 성장량이 크지 않고, 그 성장량 안에 

FA가 차지하는 비율이 그룹마다 다르다는 문제 등의 여러 가지 한계점 때문에 

XRD를 통해 두 가지 물질의 구성비를 확인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었다. 

SEM 연구는 300배 배율의 이미지 하나에도 200-300개의 결정이 관찰되기 때문에 

모든 입자에 대해 이미지를 촬영하고 객관적인 통계 처리 결과를 통해 해당 그룹의 

특성에 대해 정의하는 것이 불가능하다. 하지만, SEM 을 통해 얻을 수 있는 결정의 

형태 정보는 주변 환경에 따라 매우 다르게 나타날 수 있고, 해당 물질의 특성을 

이해하는 데 기초가 되기 때문에 결정 성장과정의 역학적인 평형관계와 기전을 

살펴보는데 꼭 필요한 과정이다(Singh et al., 2013; Lee et al., 2015). 

Seed material 부재 시의 결정 핵 생성과정 (nucleation process) 

Seed material이 없는 환경에서 결정이 성장하기 위해선 지속적으로 유입되는 

이온으로부터 결정 핵이 생성되어야 한다. 결정 핵이란, 이온들이 일정 임계 크기 

이상으로 결합을 형성한 것으로 그 이하의 크기에서는 이온의 침착보다는 이온의 

해리가 더 빈번하게 이뤄진다(Sunagawa, 2005). 이 과정에서 필요한 핵 형성 에너지 

장벽(nucleation energy barrier)은 이후의 결정 성장 과정에 비해 상당히 큰 

에너지의 공급을 필요로 하며 이를 위해선 더 높은 포화도의 용액이 요구된다. 높은 

포화도의 용액은 이온간의 반응 확률을 높이는 역할을 하기 때문이다(Wang et al., 

2009). 본 연구에서 Seed material이 없는 실험군 1, 5의 경우 SEM 상에서는 입자가 

거의 관찰되지 않았으며, 이는 XRD 연구에서 해당 그룹의 시료 채취가 불가했던 

점과 일치한다. 한편, 칼슘 이온 소모량 분석에서 실험군 1, 5는 1.074±0.680, 

0.908±0.622(ppm ± STD)의 칼슘 이온 농도 변화가 관찰되었는데, 이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 먼저, Fig. 7에서 확인되는 극소량의 결정이 본 실험 과정을 통해 

형성되었고 이것이 칼슘 이온의 소모에 의한 것이라고 가정할 수 있다. 본 실험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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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된 칼슘과 인산 이온의 농도는 자발적 침전 반응을 일으키기에 충분하지 않을 수 

있지만, 해당 이온들의 농도가 국소적으로 높아지는 환경이 조성된다면 결정 핵 형성 

과정이 일어났을 수 있다. 하지만, 결정 핵이 형성되었다면 상대적으로 낮은 에너지 

장벽을 가지는 이후의 결정 성장 과정이 계속해서 진행되었을 것이고, 이는 Fig. 

7에서 관찰되는 바와 다를 것이다. 즉, 관찰되는 극소량의 결정이 SEM 촬영 준비 

과정에서 생긴 오류일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 없다. 그렇다면, 실험군 1, 5에서 

관찰되는 칼슘이온 농도 변화는 반응 용액이 통과하는 연동펌프 상의 배관이나 

반응주의 바닥부위에 위치하는 거름 종이상에 칼슘이온이 흡착된 것을 반영한다고 

해석할 수 있다. 하지만, 0.908~1.074ppm을 모든 실험군에 대하여 실험 과정에 

수반되는 기본 흡착량으로 정의할 수는 없다. 그 까닭은 seed material이 존재할 

경우에는 거름 종이와 반응 용액이 직접적으로 접촉할 확률보다 seed material과 

반응 용액이 접촉할 확률이 더 높을 것이기 때문이다. 종합적으로 살펴볼 때, 칼슘 

1mM, 인산 3mM 농도 조건은 자발적 침전반응을 일으키기에 충분하지 않은 농도인 

것으로 판단된다. 

불소가 존재하지 않을 때의 결정 성장 

Seed material 표면에 과포화용액이 지속적으로 유입되는 환경에서 Hydroxyapatite 

결정 표면에는 OCP가 먼저 침전된다. 다른 인산 칼슘에 비하여 OCP는 단위격자 

정보(cell parameter b, c 및 α, β)가 HA와 유사하고, 계면 에너지
2)
가 작아 쉽게 침착 

될 수 있기 때문에 OCP가 전구체로 나타날 가능성이 가장 높다고 여겨진다(Iijima et 

al., 1996; Liu et al., 1997; Iijima and Moradian-Oldak, 2005). 이후 OCP는 

가수분해되거나(Brown, 1962), OCP를 중심에 두고 HA가 성장하게 된다(Nelson and 

Barry, 1989). 이 때, OCP가 가수분해되어 HA가 되는 과정은 주변 이온의 환경 

조성에 따라 서로 다른 표면 에너지 관계가 형성되므로 아래와 같이 여러 과정을 

                                           
2)
 계면의 내부 에너지 또는 자유 에너지 (interfacial energ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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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할 수 있다. 이러한 복잡성 때문인지, OCP와 HA 사이의 결정 성장 기전은 아직 

충분히 밝혀져 있지 않다.  

(1) Ca8H2(PO4)6.5H2O + 3Ca4(PO4)20 → 2 Ca10(PO4)6(OH)2+ 4H2O     

(2) Ca8H2(PO4)6.5H2O + 2Ca(OH)2 → Ca10(PO4)6(OH)2 + 7H2O  

(Graham and Brown, 1996) 

(3) Ca8H2(PO4)6.5H2O  –(H2O) → 2 Ca10(PO4)6(OH)2+ 18H
+
 6(PO4)

3-
       

              (Arellano-Jiménez et al., 2009) 

한편, OCP는 본 연구 전반을 통틀어 매우 낮은 빈도로 발견되었다. 이러한 현상은 

OCP가 결정 성장 초기에만 형성되었다가 12시간 이후로는 대부분 가수 분해되거나 

OCP 표면 위로 HA가 성장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후자로 해석할 경우, seed 

material인 HA와 추가로 성장하는 HA 사이에 준안정 준위
3)
의 OCP가 존재하게 되는 

것으로, 그 사이의 OCP가 어떤 방식으로 안정화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근거가 

부족하다. 본 연구에서는 OCP가 결정 성장 초기에만 형성되었다가 12시간 이전에 

대부분 가수 분해 되는 것으로 해석하였다(Iijima et al., 1996). 

불소의 결정 성장 촉진 효과 

F 1.0ppm 이었던 실험군 4와 8에서는 12시간, 24시간, 48시간의 모든 경우에서 

OCP 형태가 관찰되지 않았는데, 이는 불소가 OCP의 가수분해를 가속시켜 HAP로 

변하는 과정을 촉진한다는 기존의 다른 연구 결과와 일치한다(Varughese and 

Moreno, 1981; Iijima et al., 1996; Iijima and Moradian-Oldak, 2005). 또한, OCP 

가수분해를 가속시키는 불소 이온의 농도에 대해서 0.05~0.4ppm을 제시한 1997년 

Aoba의 연구와는 배치되는 결과를 보였지만(Aoba, 1997), 0.3ppm 이상을 제안한 

Mura-Galelli 등의 연구와는 일치하는 결과를 보였다(Mura-Galelli et al., 1992). 

                                           
3)
 비교적 수명이 긴 들뜬 상태 (metastable st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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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소 이온이 존재할 경우, HA 표면에 형성된 OCP 사이로 물 분자 대신 불소 

이온이 들어가면 F-OCP phase를 형성하게 되는데, 이는 OCP 보다 더 불안정한 

에너지 상태이므로 가수분해가 촉진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Iijima et al., 1996; 

Iijima and Moradian-Oldak, 2005). 한편, Seed material의 표면에서 불소 이온이 

수산화 이온으로 치환될 경우 에너지적으로 더 안정화된 FA가 형성되고, 결정의 

해리가 저해된다(Ksp, HA=10
-116.8

, FA= 10
-121

) (Varughese and Moreno, 1981; 

Christoffersen and Christoffersen, 1984; Iijima et al., 1996). 에너지적으로 안정한 

HA 결정에서 OH
-
는 축에 평행하게 배열되어 있으며(LeGeros, 1991) 수소결합을 

통해 좁은 간격을 안정적으로 유지하고 있다. 수용액이 지속적으로 공급되는 

환경에서 결정 표면의 OH
-
 배열 방향이 바뀌게 될 경우 수소 결합이 깨져 

불안정해질 수 있다. 또한, 불소 이온이 OH
-
를 대체하여 FA가 형성될 경우 하부 

층에 비해 에너지적으로 안정화되는 정도가 결정 표면에서 가장 큼이 밝혀졌다. 이는 

불소 이온이 존재할 경우 결정 표면에서 FA가 우세하게 된다는 기존의 다른 

연구들의 주장을 뒷받침한다(Leeuw, 2004; Yoreo et al., 2009). 즉, 불소 이온이 

일정 농도 이상 존재하는 환경에서 Seed material 표면은 OCP가 F-OCP phase를 

거쳐 빠르게 분해되고, 부분적으로 불소 이온이 치환된 HA-FA phase가 선호될 

것으로 보인다. 

결정 성장의 속도는 과포화 용액을 통해 공급되는 이온과 표면의 결합 속도에 

달려있으며, 이는 결정의 표면 성질에 영향을 받는다. 평형이 HA-FA로 이동되었거나 

OCP가 가수분해된 표면상에는 결정격자 간의 부조화(misfit)가 초래되어 

미세요철(kink)을 형성하게 되고, 미세 요철 부위의 이온은 결정 안에서 평면을 

이루고 있는 이온에 비해 새로 유입되는 다른 이온들과 결합을 형성하기가 

용이해진다. 즉, 이러한 환경 변화는 결정의 성장 속도가 빨라지는 결과를 유도할 수 

있다(Yoreo et al., 2009). 또한, 1997년 Liu 연구에서는 FA의 경우 HA에 비해 계면 

에너지가 더 높았고, 이는 FA 표면에서 HA 표면에서 보다 빠른 속도로 결정이 

성장하는데 영향을 끼친다고 보고한 바도 있다(Liu et al, 19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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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배경에서 불소가 존재하는 환경에서 결정성장에 필요한 에너지가 상대적으로 

낮아지고, 결정 표면과 새로 성장할 결정 간의 에너지 매칭 기준이 까다롭지 않게 

작용하여 다 방향의 결정 성장(wide-angle self-epitaxial mismatch)가 일어나도록 

도울 수 있다(Zhang et al., 2005; Wang et al., 2009). 다방향의 결정성장을 본 

연구와 연관 지어보면, 불소 이온 1.0ppm 조건의 저배율에서 결정들이 서로 연결된 

상태로 성장한 것과 고배율에서 바늘 모양의 결정성장을 보인 것이 이에 부합한다고 

여겨진다. 특히, 실험군 8에서는 결정의 수직 방향 성장이 증가한 결과, 차도의 

심화로 인해 SEM 촬영이 수월하지 못했던 점도 이와 일맥상통한다.  

온도 조건 변화에 따른 열역학적 평형 관계의 변화는 해리 상수(solubility product, 

Ksp)와 결정 성장에 필요한 활성화 에너지(Ea) 두 가지 측면에서 살펴보아야 한다. 

온도 증가에 따라 공급되는 열에너지는 이온의 활동성을 높여주어 결정성장에 필요한 

반응 확률을 높여준다. 그러나 해리상수는 해리 과정이 흡열 또는 발열 과정인지 

여부에 따라 증가하거나 감소할 수 있기 때문에 하나의 방향성을 가진다고 볼 수 

없다. 한 연구에 따르면, 25℃와 45℃에서 온도가 증가함에 따라 HA의 해리는 

감소하나 FA의 해리는 큰 차이를 보이지 않음을 보고한바 있다(Zhu et al., 2009). 

온도 조건이 서로 다르지만 37℃와 45℃ 사이에서 각 물질의 해리도의 경향성이 

달라질 가능성은 없기 때문에, 앞선 연구를 대입해 본 연구를 해석해보고자 한다. 본 

연구의 불소 1.0ppm 조건에서는 37℃에서 25℃ 온도 조건에 비해 칼슘 이온 

소모량이 유의미하게 증가했다. 37℃ 조건에서의 HA의 해리 상수 감소는 37℃ 

조건에서 HA의 결정 성장이 증가하는 데에 영향을 끼쳤을 것이다. 또한, 25℃에서 

37℃로 조건이 변화함에 따라 HA, FA 모두 결정 성장량이 증가하는 방향성을 

보였지만, 두 가지 물질의 구성 비율에 따라 증가하는 정도에는 차이를 보였는데, 이 

역시 각 물질의 해리 상수 변화와 관련이 있다고 여겨진다. 본 연구 설계는 25℃와 

37℃ 두 가지 온도 조건만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열 에너지 공급이 결정 성장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일반적인 결론을 내릴 수는 없다. 하지만, 체온 조건 37℃는 25℃ 

조건에 비하여 HA 결정 성장에 유리한 환경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32 

 

EDS는 실험 용액에 불소가 포함되어 있는 실험군 3,4,7,8에 대해 SEM 분석 후 

추가적으로 mapping을 하여 진행되었다. 불소 이온이 HA 결정 성장을 촉진하는 

것은 밝혀져 있었지만, 결정 자체에 직접 참여해 FA를 형성하는 것인지, 아니면 

HA의 결정 성장에 필요한 활성화 에너지만 낮추는 것인가에 대해 오랜 시간 의문이 

있어왔다. 본 실험의 EDS 분석을 통해 불소 이온 1.0ppm 조건에서는 불소 이온이 

결정 성장 과정에 직접적으로 참여함을 명확하게 확인할 수 있었다. 다만, 불소 이온 

0.1ppm 조건의 경우에는 불소 이온이 검출이 되지 않았다. FA를 형성시키는데 있어 

0.1ppm 조건의 경우 더 많은 반응시간을 필요로 하거나, FA 형성에 필요한 임계 

농도 조건을 만족시키지 않는 것이라고 해석할 수 있다. 하지만, 검출이 된 경우에도 

오차범위 수준일 경우 검출되지 않은 것으로 해석하기 때문에 본 연구 결과만을 통해 

0.1ppm 조건에서는 불소 이온이 결정 성장 과정에 직접적으로 참여하지 않았다고 

결론지을 수는 없다. 즉, EDS나 실험 전후의 용액 농도 분석을 통해 결정 성장을 

촉진하는 불소 이온의 농도 범주에 대해 결론 내릴 수는 없지만, 불소이온이 결정 

자체에 직접 참여하고 결정 성장 과정도 촉진하는 것은 분명해 보인다. 한편, Table 

7의 EDS 분석 결과를 보면, 실험 설계에 포함되어 있지 않은 탄소의 존재를 확인할 

수 있다. 이는 EDS 분석 과정에 흔히 동반되는 것으로 EDS 분석 장비의 진공관에서 

비롯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러한 배경에서 탄소의 존재는 다른 원소의 질량 

비율에 영향을 끼칠 수 있다. 따라서 탄소가 존재하는 실험군의 EDS 결과를 그룹 

별로 직접 비교하는 것은 문제가 될 수 있다. 이러한 배경에서, EDS 결과에서 관찰된 

불소 이온의 질량 분율을 통해 실험군간 불소 참여율을 비교하는 것은 진행하지 

않았다. 

한편, 본 연구에서 명확히 밝히지 못한 OCP의 열역학적인 관계와 결정 성장에서의 

위치에 대해 분석하기 위해서는 single crystallography를 통해 OCP 결정 격자 

자체에 대한 연구가 선행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이 후에는 컴퓨터 모델링 분석 

등을 통해 현재까지 제시된 여러 가지 기전에 대한 선호도가 조사되어야 하며, 이를 

바탕으로 추가적인 연구모델이 설계되어야 할 것이다(White et al., 1994). 



33 

 

V. 결론 

Seed material HA(0mg 혹은 5mg)를 소형 반응주에 넣고 불소 이온 농도(0ppm, 

0.1ppm, 또는 1.0ppm)와 온도(25℃ 혹은 37℃) 조건을 달리한 칼슘 1mM, 인산 

3mM 과포화 반응 용액을 2-3 mL/hr 유속으로 48시간 반응시켜 결정의 성장을 

유도하였다. 본 연구 모델에서 칼슘 및 불소 이온의 소모량 분석 및 반응 후 결정에 

대한 XRD, SEM, EDS 분석을 통해 밝혀진 바는 다음과 같다. 

1) 결정 성장에서 OCP는 결정 성장 초기에만 형성되었다가 12시간 이전에 대부분 

가수 분해되는 것으로 보인다. 

2) 불소 이온이 OCP의 가수분해를 촉진하며 결정 표면에서 FA와 HA가 함께 

성장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3) 불소 이온 농도 1.0ppm에서 0.1ppm과 0ppm에 비하여 결정 성장의 증가량과 

불소 이온의 결정 참여율이 증가하는 경향을 보였으며, 이러한 경향성은 25℃보다 

37℃에서 두드러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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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luoride ion is known as a factor promoting crystal growth of hydroxyapatite 

(HA), but there is a controversy as to whether or not it promotes crystal growth 

even in the low concentration range. In addition, researches on whether fluoride 

ion is directly involved in the crystal growth process or whether they only change 

the rate of the reaction without participating in the process are also insuffici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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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investigate the effect of fluoride ion in the low 

concentration range on the crystal growth of HA in supersaturated solution of two 

different conditions (25℃ or 37℃). 

Eight groups of experimental solutions were prepared by varying fluoride ion 

concentration (0ppm, 0.1ppm, or 1.0ppm), solution temperature (25℃ or 37℃) and 

presence of crystal nuclei. Other conditions, such as 1mM of calcium ion and 3mM 

of phosphate ion concentration, were applied in the same manner. Each 

experimental solution passed through the reaction column containing HA as a 

seed material at an average flow rate of 2.5mL/hr for 48 hours, and supplied ions 

necessary for crystal growth.  

Calcium and fluoride ion concentrations of the experimental solutions were 

measured before and after the reaction to evaluate the effect of each variable on 

the crystal growth process. Thereafter, statistical analyses were conducted with 

the data regarding changes of calcium and fluoride concentrations according to 

the variables. First, the analysis results of the changes in calcium concentration 

by temperature and seed material are as follows. The consumption of calcium ions 

showed to increase sequentially in the absence of crystal nuclei, in the presence 

of crystal nuclei at 25℃, and in the presence of crystal nuclei at 37℃. The 

analysis results of calcium ion consumption according to fluoride ion 

concentration and temperature condition are as follows. There was no dif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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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 calcium ion consumption according to the temperature condition at the fluoride 

ion 0 ppm condition. In case of 0.1 ppm and 1.0 ppm of fluoride ion, there were 

significant differences in calcium ion consumption at different temperature 

conditions. In addition, a significant positive correlation was observed between 

calcium ion consumption and fluoride ion concentration at all temperatures except 

0ppm and 0.1ppm of fluoride ion at 37℃. The analysis of the fluoride ion 

concentration change by the fluoride ion concentration and temperature condition 

was done. It showed significant difference in the fluoride ion consumption by 

temperature at the fluoride ion 1.0 ppm. Also, fluoride ion consumption showed to 

increase with increasing fluoride concentration at both 25℃ and 37℃. 

Qualitative analyses of the crystal growth process were carried out through X-

ray diffraction (XRD), scanning electron microscope (SEM) and energy-dispersive 

X-ray spectroscopy (EDS). XRD analysis identified that the crystalline material 

after the reaction is composed mostly of HA or fluorapatite (FA). Also, the 

possibility that other precursors, such as octacalcium phosphate (OCP), exist at a 

high rate was presumed to be very rare. The XRD data of each experimental 

group showed a slight difference from the others, but there was a limitation to 

confirm the composition ratio of HA or FA based on the difference.  

SEM was used to investigate the morphological changes in the crystal growth 

process. In addition to the reaction for 48 hours, further experiment was carri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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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ut for 12 hours and 24 hours under the same experimental conditions. The most 

characteristic changes were observed in the groups 4 and 8 with 1ppm of fluoride 

ion. In those groups, relatively small crystals appeared to be growing in a state 

connected to other crystals at low magnification. At high magnification, the OCP 

of the plate-like structure was not observed at all times and the needle-like 

structure was observed only in the groups for 48 hours. The OCP, considered as 

a precursor in the crystal growth process, was found at a very low frequency in 

all cases. The OCP may be formed only at the beginning of the crystal growth, 

and mostly hydrolyzed before 12 hours. In addition, it was confirmed that crystal 

formation was hardly occurred in experimental groups 1 and 5 without seed 

material.  

EDS analysis was performed after SEM analysis on experimental groups 3, 4, 7, 

and 8 containing fluoride ion in the experimental solution. As a result, fluoride ion 

was present in the crystals of experimental groups 4 and 8 reacted with the 

experimental solution of the fluoride ion of 1.0ppm. That is, fluoride ion may 

participate directly in the crystal growth process under the condition of 1.0ppm of 

fluoride ion concentration. 

The conclusion from this study is as follows.  

1) In the crystal growth, OCP is supposed to be formed only at the initial stage 

of crystal growth, and to be mostly hydrolyzed before 12 hou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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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This study indicates that fluoride ionz promotes the hydrolysis of OCP, and 

HA grows together with FA on the crystal surface. 

3) The crystal growth and the degree of participation in crystal of fluoride ion 

were more likely to be observed in 1.0ppm of fluoride ion concentration than 

those in 0ppm and 0.1ppm. This association was more prominent at 37℃ 

distinctly than that at 25℃. 

 

 

 

 

 

 

 

 

 

 

 

 
 

Key words: seeded crystal growth, hydroxyapatite, fluorapatite, octacalcium 

phosphate, fluoride concentration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