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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본 연구는 상업용 라스아이오노머 시멘트(GIC) 분말에 기능화 다 벽 탄소나노튜 (MWCNT)를 첨가

하여 항균효과와 기계  성질을 개선하고자 하 다. MWCNT를 기존의 GIC 분말에 0.125, 0.25, 0.5와 1.0 

wt%를 첨가하여 조성하 다. 비커스 경도(VHN)는 (Ø10 mm x 2 mm) 각각 4개의 시편을 제작하여 증류

수에 1일, 7일, 14일 보  후 200 N 하 에서 20  유지시간으로 경도를 측정하 으며 항균효과는 S. 

mutans와 S. aureus균주를 아가 디스크 확산법으로 억제 를 측정하여 평가하 다. 실험 결과 비커스 경도

는 MWCNT를 첨가한 실험군에서 높은값을 보 으며 MWCNT를 첨가한 모든 실험군에서 침 시간이 증

가할수록 유의하게 높은 경도값을 보 다(p<0.05). 항균실험은 S. mutans균에서 다소 높은 항균효과를 보

으나 통계 으로 유의한 차이는 나타나지 않았으며, S. aureus균은 MWCNT를 0.25 wt%첨가한 군에서 

통계 으로 유의한 차이 을 보 다(p<0.05). 이상의 결과로 MWCNT를 첨가한 GIC는 항균효과와 기계  

성질에 효과가 있음을 입증하 다. 추후 MWCNT의 효율 인 기능화 처리에 한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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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investigate the antibacterial effect of functional multiwall 
carbon nanotube (MWCNT) on the conventional glass ionomer cement(GIC). The MWCNT was 

incorporated into a commercial powder at 0.125, 0.25, 0.5 and 1.0 wt%. Specimens for vickers 
hardness(VHN) disks(Ø10 mm x 2 mm) each were prepared. Indention were made using a load 
of 200 N and 20 s dwell on four specimens for each distilled water storage time 1d, 7d, and 

14days. The antibacterial effects using agar diffusion test with S. mutans and S. aureus. The 
diameters of the inhibition zones produced around the materials were measured. The results 
revealed that all the vickers hardness values were increase significantly with incubation 

time(p<0.05). Regarding the antibacterial effect for S. mutans, all the tested groups showed a 
slightly higher value not significantly with the control group(p<0.05). However S. aureus 
statistical analysis indicated a significant difference for antibacterial agents between control and 

MWCNT containing 0.25 wt%(p<0.05). These results of this study provide that the conventional 
GIC with containing MWCNT show good antibacterial effect against and favorable mechanical 
properties. Further this study on the efficient functionalization of multiwall carbon nanotube will 

be need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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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 론

라스아이오노머 시멘트(Glass ionomer cement; 

GIC)는 calcium fluoro-aluminosilicate glass 분말 성분

과 polyacrylic acid(PAA)액으로 구성된 산-염기 반응

에 의해 경화되는 치과용 시멘트이다[1]. 분말과 액을 

혼합하면 카복실기(COOH)가 카복실기 이온(COOH
-)

과 수소이온(H+)결합으로 라스 입자 표면에 작용하

면서 분말의 속이온 Ca
2+, Al3+, Na+, F-이 방출된다

[2]. GIC의 카복실기 이온은 치아의 법랑질, 상아질의 

칼슘과 화학  결합을 하고 불소 방출에 의한 항균효과

와 더불어 이차우식 방에 효과 일 뿐 아니라 치질과 

우수한 화학  결합과 생체친화성이 우수하여 치과에

서 폭넓게 응용되고 있는 치과재료  하나이다[3]. 그

러나 높은 취성과 낮은 강도로 인하여 교합력이 높은 

부 에는 용 범 가 제한 이므로 많은 선행연구에

서 물성을 개선하고자 다양한 유. 무기물질을 첨가하는 

연구가 이루어졌다[4-6]. 

최근 나노기술을 응용한 연구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 나노의 크기는 100 nm이하 물질을 의미하며 생

명과학, 의약, 식품, 에 지  정보기술 등 다양한 분야

에서 리 활용되고 있다[7]. 특히 탄소나노튜 는 기계

 강도와 항균 효과를 강화시킬 수 있는 소재이며 높

은 종횡비(aspect ratio), 높은 강도와 강성(stiffness)유

연성을 가지고 있어 원상회복력 뿐 아니라 화학  안정

성  열  특성 면에서 유용한 다기능  특징과 항균

소재로 각 받고 있는 나노 물질이다[8][9].

구강내의 표 인 감염성 질환인 치아우식증은 치

태내에서 유발되는 streptococcus mutans(S. mutans)

가 주된 원인균이며 특히 불소에 민감하다고 알려졌으

며[10], staphylococcus aureus(S. aureus)는 건강인의 

비강, 인후의 막이나 피부에 정상세균총으로 기회감

염을 통한 감염성 질환의 주요 원인균이다[11]. 두 균주

는 구강건강에 향을 미치는 요한 요소이다. 

본 연구는 강도가 우수하고 항균효과가 입증된 다

벽 탄소나노튜 를 상업용 GIC분말에 함량을 달리하여 

조성한 다 벽 탄소나노튜  라스아이오노머 시멘트 

복합체(MWCNT-GIC)를 제조하여 GIC의 불소방출에 

의한 항균효과와 다 벽 탄소나노튜 의 항균활동을 

활용하여 시 지효과를 확인하고 취약한 강도를 개선

하고자 하 다. 따라서 본 연구는 구강의 표균인 S. 

mutans와 S. aureus균을 배양하여 세균증식 억제 를 

측정. 비교함으로써 각 실험군의 항균성을 비교하고 비

커스 경도를 통해 기계  성질에 미치는 효과를 평가하

다.

 

Ⅱ. 연구재료 및 방법

1. 연구재료 

1.1 카르복실화(-COOH) 기능성 다중벽 탄소나노튜브

(Multi wall carbon nanotube; MWCNT) 제조

본 연구에 사용된 다 벽 탄소나노튜 는 직경 15-20 

nm, 길이는 10-20 μm의 >95% EMP (EM-Power Co., 

LTD, Korea) 국산제품을 사용하 으며 덕산(Duksan, 

Korea)에서 구입한 황산(H2SO4)과 질산(HNO3)을 이용

하여 불순물을 처리하고 나노튜 의 구조에 손상을 최

소화하여 산소를 포함한 기능기 카르복실화 기능화

(-COOH)를 제조하 다. 산화 분산법으로 다 벽 탄소

나노튜 와 상업용 GIC 액과의 고른 분산반응을 유도

하 다. 증류수에 희석하여 0.4 ㎛ 폴리카보네이트 필

터(polycarbonate filter)로 여과하 다. 제조한 카르복

실화 다 벽 탄소나노튜 (MWCNT-COOH)를 PH 7.0

으로 맞춘 후 50 
oC 오 기에서 24시간 건조하여 제조

하 다. 

1.2 글라스아이오노머 시멘트(GIC) 분말과 MWCNT- 

COOH 복합체 제조

본 연구에 사용된 복합체 제조 방법은 김 등[8]에서 

이용한 열교반기 방법을 이용하여 제조하 다. GIC는 

HY-BOND GLASSIONOMER CX (SHOFU, Japan)제

품 분말을 이용하 다. MWCNT-COOH를 0.125-1.0 

wt%농도를 증류수 100 ml에 넣은 후 음  발생기를 

이용하여 최 한 고르게 분산 하 다. 분산 시킨 증류

수 용액에 GIC 분말을 혼합 후 열교반기를 작동하여 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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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수를 48시간 증발시켜 MWCNT-COOH/GIC 복합체

를 제조하 다. 조성된 비율은 [표 1]과 같다. 

Materials
Code

Compositions

GIC
(wt%)

MWCNT-COOH 
(wt%)

Liquid 
(wt%)

Control 100 0 50

CNT0.125 99.875 0.125 50

CNT0.25 99.75 0.25 50

CNT0.5 99.5 0.5 50

CNT1.0 99 1.0 50

표 1. 다중벽 탄소나노튜브와 글라스아이오노머 시멘트

(GIC) 복합체 조성비

*CNT-Carbonnanotube

2. 연구방법 

2.1 비커스 시편제작 

제조된 MWCNT-COOH/GIC 복합체 분말과 상업용 

액의 비율을 제조사의 지시 로 2:1로 혼합하여 Ø 10 

mm x 2 mm 테 론 몰드에 충 한 다음 50N의 압력을 

가한 후 (37±1 )℃의 100% 상 습도 항온수조에 1시간 

보  한 다음 몰드에서 시편을 제거하고 증류수에 1, 7, 

14일 침  후 실험하 다. 각 실험군당 4개의 시편을 제

작하 다.

2.2 비커스 경도(Vickers hardness) 측정

비커스 경도(HM-221, Mitutoyo, Japan)는 하  200 

gf에서 하  유지시간 20 를 용하여 경도 측정 하

다. 면각이 136° 정사각형뿔 다이아몬드를 이용하여 

시편 표면 에 형성된 압흔의 각선 평균 길이로 측정

하며 이때 인  압흔의 각선 길이 보다 2.5 d 사이를 

두고 측정한다. 실험군별 4개의 시편을 시편당 3회 측

정하여 평균값을 산출하 다. 측정한 압흔의 각선은 

x50배율로 찰하 으며 비커스경도(HV)는 F/A 값으

로 결정된다. 압흔의 표면  A는 다음식에 의해 결정된

다(ASTM E384-10, 2010).   

A = d
2/2sin(136°/2) ≈ d2/1.8544 

여기서 d는 두 각선의 길이 mm이고 비커스 경도는 

다음과 같다. F는 하  (kgf)

HV = F/A ≈ 1.8544F/d
2

2.3 사용균주 및 배지 

본 항균 실험에 사용한 균주는 Streptococcus 

mutans(ATCC 25175), Staphylococcus aureus(ATCC 

6538)균을 사용하 다. 각각 Streptococcus 

mutans(SM)균은 Brain Heart Infusion(BHI, Difco 

laboratories, Dickinson)배지를 사용하 으며 

Staphylococcus aureus(SA)균은 Trypticase soy 

broth(TSB, Difco laboratories, Dickinson)배지를 멸균 

하여 배양하 다. 

2.4 아가 디스크 확산법 (Agar Disk Diffusion) 

고압 멸균한 각각의 액체 배지에 S. mutans(SM)균

을 CO2 37℃ incubator에서 3시간 배양하 으며 S. 

aureus(SA)균은 2시간 배양하 다. 부유액의 세균수를 

1x 10
8 CFU/ml 으로 희석 후 고체 아가 배지에 100 ㎛ 

종 한 다음 멸균 스 드를 이용하여 도말하 다. 

세균 증식의 억제 가 겹치지 않도록 각각의 배지에 5

개의 well (Ø 5mm, 깊이 2mm)을 천공한다. 모든 실험

은 무균실에서 처리하 다. 각각의 실험에 사용된 분말

과 액은 제조사의 지시 로 2:1 비율로 혼합 후 즉시 

syringe에 담아 well의 내부를 충 한 다음 CO2 37℃ 

incubator에서 18시간 배양 후 시편의 직경과 억제 의 

직경을 포함하여 digital caliper로 시편당 3회 측정 

(Digimatic, CD-S15C, Mitutoyo Corp.,Japan)하여 평균

처리 하 다. 각 시료는 4개씩 구성하 다.

3. 자료분석방법 

통계분석은 PASW Statistics 20 (SPSS, USA)을 이

용하 으며 비커스 경도의 재료와 시간의 경과에 따른 

각군의 통계  비교와 항균실험 결과는 one-way 

ANOVA Tukey HSD 다 비교 분석 유의수  p<0.05

에서 실시하 다.  

Ⅲ. 결 과

1. 다중벽 탄소나노튜브와 GIC 복합체 제조 

다 벽 탄소나노튜 와 GIC 복합체의 분말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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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E-SEM(MIRA II, TESCAN, Czech)을 통해 찰한 

결과 GIC 분말은 [그림 1(a)]에서 0.1-10 µm 으며 기

능화 다 벽 탄소나노튜 는 [그림 1(b)-(d)]에서 략 

20.0-50.0 nm 로 매끄러운 표면이 확인되었다[그림 1]. 

그림 1. FE-SEM(전계방사 주사전자현미경)이미지 관찰 (a)

글라스아이오노머 시멘트 분말입자 (b)-(d) 기능화 

다중벽 탄소나노튜브 입자

2. 비커스 경도 시험

[그림 2]는 기능화 다 벽 탄소나노튜 (MWCNT)

를 첨가하여 증류수에 1일, 7일, 14일 침  후 측정한 비

커스경도(kgf/mm
2)결과 값이다. 조군에서는 

37.0-49.01 kgf/mm
2, CNT0.125는 42.88-61.99 kgf/ 

mm2, CNT0.25는 48.12-57.41 kgf/ mm2, CNT0.5는 

47.76-53.43 kgf/ mm
2, CNT1.0는 40.17-51.97 kgf/ 

mm
2 각각의 값을 보 다. 모든 실험군에서 1일차에 비

해서 침  시간이 증가할수록 값이 증가하는 양상을 보

으며 조군에 비해서 기능화 다 벽 탄소나노튜

를 첨가한 모든 실험군에서 통계 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 다. 특히 CNT0.125 실험군은 7일과 14일 후 조

군에 비해 월등히 높은 값을 보 다. 

[그림 3]은 각각의 실험군을 200 gf 하 으로 측정후 

찰 된 압흔의 학사진으로 명확한 정사각형뿔의 다

이아몬드 형태를 보여 다.

그림 2. 침전기간에 따른 비커스 경도(VHN)그래프.*대

문자는 침전기간에 따른 비교 분석, 소문자는 

각각의 재료에 따른 비교분석

그림 3. 비커스 압흔 광학사진 A)GIC, B)CNT0.125, 

C)CNT0.5, D)CNT1.0

3. 항균 시험

기존의 상업용 GIC에 기능화 다 벽 탄소나노튜

(MWCNT)를 첨가한 항균 효과는 S. mutans(SM)균에

서는 GIC는 (8.93 mm), CNT0.125는 (9.08 mm), 

CNT0.25는 (9.65 mm), CNT0.5는(10.07 mm), CNT1.0

는 (10.18 mm) 다. 다 벽 탄소나노튜  첨가 양이 증

가할수록 항균력이 다소 높아졌으나 통계  유의한 차

이는 나타나지 않았다(p<0.05). S. aureus(SA)균에서는 

GIC는 (10.51 mm), CNT0.125는 (10.18 mm), CNT0.25

는 (11.43 mm), CNT0.5는(10.38 mm), CNT1.0는 (10.39 

mm) 다. CNT0.25 농도에서 통계  유의한 차이를 보

다(p<0.05)[그림 4][그림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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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 두 종류의 균주 S. mutans(SM) and S. 

aureus(SA) 에 대한 막대그래프 (mm).*p<0.05. 

그림 5. S.mutans(SM) and S.aureus(SA) 억제대 효능 

평가 A)GIC, B)CNT0.125, C)CNT0.25, D)CNT0.5, 

E)CNT1.0

Ⅳ. 고 찰

최근 치과재료는 생체재료에 한 심이 증가하고 

있으며 이는 구강내에서 치아의 기능보다 우식 방을 

비롯한 치아조직재생에 한 연구로 진행되고 있다. 많

은 치과 재료  GIC는 생체 합성과 치질과의 착력

이 우수하여 변연이 손된 후에도 불소를 방출하고 항

균성을 구비하여 이차우식을 방하는 큰 장 을 가지

고 있어 활용도가 매우 높은 재료이다[12]. 이러한 GIC

의 항균성과 물성을 강화하기 해 다양한 물질을 첨가

한 선행연구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특히 나노기술의 발달로 나노물질과 련된 연구가 

꾸 히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표 인 나노 소재 물질은 Ag, TiO2, ZnO, CNT, 

MgO 등이다. 나노물질은 나노물질의 소재, 형태 크기

에 따른 표면 과 입자 분포 등 물리  구조 특성 때문

에 넓은 표면 의 장 을 가지고 있어 생물공학  생

물과학의 분야에 폭넓은 분야에 응용되고 있는 물질이

다[7][13]. 

본 연구에서는 나노물질의 표 물질인 다 벽 탄소

나노튜 (MWCNT)를 기능화 처리하여 상업용 GIC분

말 (0.125-1.0 wt%)복합체가 항균효과와 기계  성질

에 미치는 향을 평가하 다. 비커스 경도는 간편한 

측정법으로 시편의 일부분을 측정하기 때문에 표면결

함의 향이 어 치과용 수복재료에 리 사용되는 기

계  평가법  하나이다[14]. 다 벽 탄소나노튜

(MWCNT)가 첨가되지 않은 조군의 비커스 경도는 

37.6–49.0 kgf/ mm
2 범 으며 MWCNT가 첨가된 

비커스 경도 40.1-61.9 kgf/ mm
2 범 로 모든 실험군에

서 조군에 비해 통계 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 다. 

특히 CNT0.125는 침  14일에 매우 높은 증가양상을 

보 다[그림 2]. 본 실험 결과 침 기간이 증가할수록 

모든 실험군에서 경도값이 증가하 다. 이는 시간이 경

과될수록 교차결합 반응에 의한 기질 강화에 의한 효과

이다[15]. MWCNT를 첨가한 실험군에서는 조군에 

비해 경도값이 증가하 으나 MWCNT 함량이 증가할

수록 감소하는 양상이 나타났다. 이는 김 등[8]에서 연

구한 기계  평가에서도 분말에 0.5 wt% 첨가한 실험

군에서 1.0 wt%함유한 실험군보다 높은 강도값을 보

으며 Bhat 등[16]은 MWCNT를 이용한 GIC 물성강화 

연구에서 첨가양이 증가할수록 강도값이 감소하여 본 

연구와 일치하 다. 이는 CNT가 충 재로서의 충분한 

효과를 발휘하기 해서는 입자의 고른 분산이 요한 

요소인데 첨가량이 증가할수록 CNT와 GIC분말과 고

르지 못한 분산으로 인해 입자간의 충분한 가교역할이 

이루어지지 않은 것이 원인이라 사료된다. 

본 연구에서는 치아 우식증의 주된 원인균으로 알려

진 S. mutans와 비강  인후 막에서 존재하는 기회

감염균으로 화농성 감염질환의 주요 원인균인[11] S. 

aureus 균주의 성장을 억제하여 구강병을 감소하고자 

하 다. MWCNT함량에 따른 항균 실험 결과 S. 

mutans는 세균증식 억제 가 다소 증가하 으나 통계

 유의한 차이는 보이지 않았고 S. aureus균주에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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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T0.25 실험군에서 통계  유의한 차이를 보 다

(p<0.05)[그림 4][그림 5]. Tsukasa 등[17]은 carbon 

nanotube/agar 복합체의 S. mutans의 colony로 평가한 

연구에서 MWCNT와 SWCNT의 세균수가 하게 

감소함을 보여 본 연구와 상반되는 결과를 보 으나 

Pantanella 등[18]은 SWCNT(Single-Wall Carbon 

Nanotube)코 한 세균 biofilm 부착실험결과 다소 세균

수가 억제되었으나 큰 차이 은 나타나지 않아 본 연구

결과와 일치하 다. 이처럼 상반되는 결과가 나타나는 

원인은 서로 다른 실험 근법에 따른 결과라 여겨진

다. 따라서 탄소나노튜 의 특성 강화를 해서는 입자

의 형태, 크기를 고려한 분산 연구가 필요하다. 

Ⅴ. 결 론

본 연구는 기존의 상업용 GIC 분말에 기능화 다 벽

탄소나노튜 (MWCNT-COOH)를 첨가하여 시간 경

과에 따른 비커스 경도와 S. mutans와 S. aureus균에 

한 항균효과를 연구하 으며 다음과 같은 결과를 얻

었다. 

1. 기능화 MWCNT를 첨가한 실험군에서 통계 으

로 유의하게 비커스 경도값이 증가하 다(p<0.05) 

2. S. mutans 균주는 MWCNT함량이 증가할수록 세

균증식억제 가 증가하 으나 통계  유의한 차이

는 나타나지 않았다(p<0.05).

3. S. aureus 균주는 세균증식 억제 가 S. mutans와 

비슷한 양상을 보 으나 CNT0.25 실험군에서 유

의한 차이를 보 다(p<0.05).

본 연구는 기존의 GIC분말에 기능화 처리한 다 벽 

탄소나노튜 를 응용한 연구로 탄소나노튜 가 기계  

성질을 개선하고 항균효과가 있음을 입증하 으나 한

정된 배양조건과 구강균주 실험으로 효능을 입증함에 

한계 이 있다. 향후 다양한 구강세균과 배양 조건의 

연구와 함께 생물학  안 평가에 한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여겨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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