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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A hydroxyapatite air filter was made with hydroxyapatite powder, water and chitosan solution. The structures of the sintered HAp
samples were determined by MP-XRD. Hydroxyapatite has antibacteria properties against Staphylococcus aureus, Klebsiella
pneumoniae and Escherichia coli. The bacteria removal rate was 99.9%. In the case of Pseudomonas aeruginosa, Colon bacterium and
Listeria monocytogenes, the hydroxyapatite air filters had a clear zone which confirmed antibacteria properties. Using the microscopy,
we observed that the HAp powder absorbed E. coli bacter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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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인체가 섭취하는 다양한 물질들 중에서 실내공기가 차

지하는 비율은 상대적으로 높다. 오늘날 사람들의 생활패

턴을 그대로 반영하듯, 실내공기 및 기타 공기에 해당되

는 호흡에 의한 공기의 섭취량이 약 80% 수준으로 음식

물에 의한 인체 섭취량을 초월하고 있어, 쾌적한 실내공

기의 질적인 중요성이 더욱 강조되고 있다. 실내공기 정

화기술의 핵심은 공기 중 미립자 분리에 목적을 두고 있

으며, 사용되는 필터의 분리방법에 따라 건식 여과와 습

식 여과로 분류되며, 용도에 따라 크게 백 필터(Bag filter),

에어필터(Air filter), 액체 필터로 분류되며, 여과효율에 따

라서는 prefilter, medium filmer, HEPA(High Efficiency

Particulate Arrestance) filter, ULPA(Ultra Low Penetra-

tion Air) filter로 분류된다. 이들 필터는 필터크기에 의해

이 물질을 제거하는 방식으로 세균을 제거하기 위해 전

기분해법등의 부가 장치를 사용하고 있다. 따라서, 이중

필터링 성능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이미 알려진 바이오 소

재중 하나인 하이드록시아파타이트를 선택하였다. 기능성

소재인 하이드록시아파타이트(Hydroxyapatite, HAp)는 인

체 뼈의 무기질과 성분구성이 동일한 무기 물질로서, 높

은 생체 친화성과 적합성을 바탕으로 의료용 생체재료로

사용되어 왔다.
1-3)

 또한, HAp은 양성 전하를 가질 수 있

어 산성, 중성, 염기성 단백질을 흡착하며, 바이러스, 세

균 흡착 특성이 보고되어 있고 극성을 가진 화합물을 흡

착할 수 있어 크로마토그래피에도 사용되어왔다.
4-8)

본 연구에서는 HAp을 이용하여 필터를 제조하고 실내

환경에서 발생되는 세균 중 염증의 원인 균인 포도상균,

폐렴의 원인 균인 폐렴균, 만성 기도 감염의 원인 균인

녹농균, 설사병의 원인 균인 대장균 및 식중독을 일으키

는 리스테리아 균을
9-12)

 이용하여 바이러스 제거효과를 알

아보았다. 이러한 HAp의 흡착특성을 이용하여 공기여과

용 필터에 분산코팅함으로서, HAp 필터를 제조하고 세균

제거 특성에 대하여 조사하고자 한다.

2. 실험방법

HAp 필터를 제조하기 위해 시중에 판매되는 HAp(본텍,

< 97%, > 45 µm) 분말을 사용하였다. Attrition Mill을 이용

하여 물 100g 대비 HAp 중량비로 30%와 결합제로 키토

산을 초산에 용해시킨 10% 키토산졸을 중량비로 10%을

투여한 후 500 rpm의 속도로 12시간 분쇄 혼합하였다. 이

때 제조된 졸 내의 HAp의 평균입도는 PSA(ELS-Z2,

Otsuka Electronics, Japan)를 이용하여 측정하였고, M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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XRD를 사용하여 결정성을 확인하였다. 제조된 HAp 졸

은 스프레이건을 이용하여 부직포에 분무한 후 100
o
C 건

조기에 1시간 건조하였다. 건조된 필터는 원형으로 절단

한 후, 1차 시험은 paper disk법을 통하여 시험하였다. 3

종류의 균(대장균, 녹농균, 리스테리아균)을 액체 배지

(TSB)에 넣고 30
o
C로 24 ~ 48시간 동안 배양한 후 10배수

로 희석하여 고체 배지(SMA)에 100 µl을 뿌려서 도말하

였다. 도말된 고체 배지 위에 시험편을 올려준 후, 30
o
C

로 24 ~ 48시간 후에 결과를 확인하였다. 또한, 1차 항균

성 시험을 마친 후 이를 근거로 Fiti 시험연구원에 의뢰

한 실험결과도 확인하였다. 이때 사용한 실험 방법은 다

음과 같다.

2.1. 접종원의 준비

보존 균을 뉴트리언트 한천 평판 배지 상에 획 선을 그

어 접종하고 (37 ± 1)
o
C에서 24 ~ 48시간 배양한다. 이 평

판은 5 ~ 10
o
C에서 보존하고, 1주 이상 보존한 것은 사용

하지 않고, 한번 사용한 것은 사용할 수 없다.

위에서 배양된 뉴트리언트 한천 평판 배지에서 뉴트리

언트 배지 20mL가 담긴 100mL 삼각 플라스크에 접종하

여 (37 ± 1)
o
C에서 18 ~ 24시간 진동 배양한다. 배양 후, 흡

광도를 분광 광도계를 이용하여 측정하여 생균수를 추정

한 후, 20배로 희석한 0
o
C의 뉴트리언트 배지에서 생균수

를 1 ± 03 × 10
5
개/mL가 되도록 조제하여 접종 액으로 한

다. 0
o
C에서 보존 시 4시간 이내에는 사용이 가능하다.

2.2. 시험편 및 대조 시험편의 준비

나사식 뚜껑을 가진 약 30 mL 용량의 유리 용기 안에

시험편을 넣는다. 대조편 6검체, 시험편 3검체를 채취한

다. 한 유리 용기 안에 넣는 시험편 및 대조 시험편의 양

은 접종원을 흡수할 수 있고 유리 용기 안에 유동하는 접

종원이 없도록 한다.

2.3. 대조 시험편

시험편과 섬유의 종류 및 직물의 구조는 같으나 항균

가공을 하지 않은 직물로 채취한 것을 대조 시험편으로

한다. 다만 항균 가공을 하지 않은 직물이 준비되지 않은

경우는 표준포를 이용하여 대조 수단으로 한다.

2.4. 시험편 및 대조 시험편의 멸균

멸균 방법은 섬유 종류와 가공 방법에 따라 달리한다.

여러 가지 인조 섬유 등은 고온 고압 멸균기에서 멸균할

수 있다. 모는 에틸렌 옥사이드에 의하거나 증기를 통과

시켜 간헐 적으로 멸균할 수 있다.

2.5. 시험편 및 대조 시험편의 접종

접종원을 피펫으로 정확히 0.2 mL 채취하여 각 유리 용

기에 있는 시험편 및 대조 시험편 위에 골고루 살포되도

록 주의해서 접종한다. 건조를 막기 위해서 뚜껑을 꼭 잠

근다.

2.6. 배양 시험

시험 균액을 접종한 대조 시험편 3검체, 가공시료 3검

체가 담긴 유리 용기를 (37 ± 1)
o
C에서 (18 ± 1)시간 배양

한다.

2.7. 접종균 접촉 후 즉시 균액 추출

접종 후 가능한 한 빨리 접종된 대조 시험편을 담고 있

는 유리 용기에 0
o
C의 중화 용액 20 mL를 넣고 심하게

흔들어 준 다음, 각 검체로부터 균액을 추출해낸 후 생리

식염수를 이용하여 계속해서 희석시킨다. 이것으로부터

각각 1.0 mL를 정확히 채취하여 페트리 접시에 떨어뜨린

후 45 ~ 46
o
C의 뉴트리언트 한천 배지 약 15 mL를 부어

골고루 섞이도록 하여 배양한다. 

2.8. 일정 접촉 시간 후 균액 추출

배양 후에 대조 시험편 및 시험편을 담고 있는 유리 용

기에 0
o
C의 중화 용액 20 mL를 각각 넣고 심하게 흔들어

준 다음, 각 검체로부터 균액을 추출해낸 후 생리 식염수

를 이용하여 계속해서 희석시킨다. 이것으로부터 각각

1.0 mL를 정확히 채취하여 페트리 접시에 떨어뜨린 후

45 ~ 46
o
C의 뉴트리언트 한천 배지 약 15 mL를 부어 골고

루 섞이도록 하여 배양한다. 

2.9. 대장균 염색 및 HAp 분말에 대장균 흡착 실험

대장균은 그람 (+)균으로 그람 (−)균보다 훨씬 두꺼운

peptidoglycan으로 이루어진 세포벽을 가지고 있다. 그래

서 대장균을 염색하기 위하여 slide glass 표면에 백금이

를 이용하여 균을 얇게 펴 준 다음 Crystal violet 용액을

떨어뜨려 약 1분간 처리해 준다. 그 다음에 흐르는 물로

간접 세척해 준다. 그러면 대장균은 보라색으로 염색이

된다. 염색된 대장균과 HAp과의 반응을 보기 위하여 현

미경을 통하여 반응을 관찰하였다.

3. 결과 및 고찰

HAp 소결체의 결정성을 알아보기 위하여 MP-XRD로

분석하였다. 그 결과는 Fig. 1처럼 나왔다. 합성분말의 결

정상은 HAp로 확인되었고, 이때 결정화도는 HAp은 97%

와 CaO가 3% 인 것으로 확인 되었다(Fig. 1).

HAp과 물과 키토산으로 제조된 졸의 D50값은 161.1 nm

로 확인되었고(Fig. 2) 키토산 용액과의 안정적인 분산 혼

합이 가능하였다. 이때 졸의 평균 pH는 12.0으로 강 알칼

리성을 띄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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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노 입자 크기의 HAp 졸로 제조된 졸은 부직포 필터

에 천연 고분자인 키토산을 결합제로 사용함으로써 부직

포에 안정적으로 정착되어 필터화가 가능하였다(Fig. 3).

HAp 졸 제조 시 첨가한 키토산이 부직포와 HAp 분말을

상호 결합시키는 결합제의 역할을 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Fig. 4 ~ Fig. 7에 나타난 바와 같이 paper disk법을 통하

여 실험한 결과는 대조군으로 사용된 셀루로즈(1), 키토

산(2), 부직포(3)와는 달리 HAp으로 제조된 필터(4)에서는

Fig. 7에서 확인 된 clear zone이 나타남으로써 대장균, 녹

농균 및 리스테리아균에 대하여 항균성이 확인되었다. 따

라서 부직포 표면에 접착되어 있는 HAp로 인하여 항균

성을 갖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균 배양법으로 Fiti 시험연구원에 의뢰한 항균 실험 결

Fig. 1. MP-XRD patterns of sintered HAp.

Fig. 2. Particle size analysis of hydroxyapatite sol.

Fig. 3. Surface image of hydroxyapatite filter.

Fig. 4. The antibacteria test of colon bacterium (1) : Cellulose

filter (2) :Chitosan filter (3) : Non-woven fabric filter

(4) : HAp filter).

Fig. 5.  The antibacteria test of pseudomonas aeruginosa ((1) :

Cellulose filter (2) : Chitosan filter (3) : Non-woven

fabric filter (4) : HAp fil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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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를 Table 1, Fig. 8 - Fig. 10에 나타내었다. 일반적인 항

균시험을 위하여 포도상균(Staphyloccus aureus ATTC

6538)과 폐렴균(Klebsiella pneumoniae ATCC 4352) 및

대장균(Escherichia coli ATCC 25922)을 배지를 이용하여

배양하고 이를 이용하여 항균 실험 결과 균 제거율은

99.9%로 나타났으며 이러한 결과 HAp 필터는 항균성을

Fig. 6. The antibacteria test of listeria monocytogenes

bacteria ((1) : Cellulose filter (2) : Chitosan filter (3) :

Non-woven fabric filter (4) : HAp filter).

Fig. 7. The clear zone of antibactaria. part (A : E.coli, B :

clear zone C : HAp filter) 

Table 1. The Result of Antibacteria Test

Test item
Test results

BLANK HAp

strain 1

(Staphylococcus aureus ATCC 6538)

initial bacterial content 

18 hours after

bacterial reduction

2.0 × 10
4

1.3 × 10
6

 2.0 × 10
4

 
< 1099.9

strain 2

(Klebsiella pneumoniae ATCC 4352)

initial bacterial content 

18 hours after

bacterial reduction

2.3 × 10
4

1.1 × 10
７

 
2.3 × 10

4

 
< 1099.9

strain 3

(Escherichia coli ATCC 25922)

initial bacterial content 

18 hours after

bacterial reduction

2.2 × 10
4

3.7 × 10
7

 
2.2 × 10

4

 
< 1099.9

Fig. 8. The antibacteria test of Staphylococcu aureus.

Fig. 9. The antibacteria test of Klebsiella pneumoniae.

Fig. 10. The antibacteria test of Escherichia col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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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지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상과 같은 결과에서 HAp의

세균에 대한 항균성 메카니즘을 파악하기 위하여 Fig. 11

에 나타난 것과 같이 대장균을 배양하여 염색한 후 HAp

분말을 소량 투입한 결과 대장균이 HAp 분말에 흡착됨

으로서 HAp의 강 알카리 특성에 의한 멸균보다는 HAp

의 표면 흡착기능에 의하여 세균의 번식을 저지하고 이

들 세균에 대한 멸균 성질을 가지는 것으로 생각된다. 특

히 이번 실험에 사용된 세균인 대장균, 녹농균, 리스테리

아균은 표면전하가 음전하를 띄고, HAp은 양성전해 물질

로서 양성, 음성 모두 가질 수 있으므로, 세균들에 비해

표면전하가 양성을 띄게 되어, 서로 다른 표면 차지에 의

해, 인력이 발생하여 그림 11과 같이 흡착한 것으로 생각

되어 진다.
13-20)

4. 결  론

HAp를 원료로 하여 키토산을 결합제로 습식 분쇄하여

D50값은 161.1 nm 크기의 입자를 포함하는 졸 제조가

500 rpm에서 12시간 처리함으로서 가능하였다. 제조된 졸

을 부직포 표면에 접착시켜 HAp 필터를 제조하였다. HAp

으로 제조된 필터는 포도상균, 폐렴균, 대장균에 항균성

을 나타내었고 세균은 99.9% 제거되었다. 또한 녹농균 및

리스테리아균에 대해서도 항균성을 나타내었고 HAp분말

의 표면 흡착 기능에 의해 세균이 흡착되어서 HAp이 향

균력을 발현한다. 따라서 HAp을 이용한 공기필터로서의

응용이 가능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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