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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As a starting material, BCP (biphasic calcium phosphate) nano powder was synthesized by a hydrothermal

microwave-assisted process. A highly porous BCP scaffold was fabricated by the sponge replica method using 60 ppi (pore

per inch) of polyurethane sponge. The BCP scaffold had interconnected pores ranging from 100 µm to 1000 µm, which were

similar to natural cancellous bone. To realize the antibacterial property, a microwave-assisted nano Ag spot coating process was

used. The morphology and distribution of nano Ag particles were different depending on the coating conditions, such as

concentration of the AgNO3 solution, microwave irradiation times, etc. With an increased microwave irradiation time, the

amount of coated nano Ag particles increased. The surface of the BCP scaffold was totally covered with nano Ag particles

homogeneously at 20 seconds of microwave irradiation time when 0.6 g of AgNO3 was used. With an increased amount of

AgNO3 and irradiation time, the size of the coated particles increased. Antibacterial activities of the solution extracted from

the Ag-coated BCP scaffold were examined against gram-negative (Escherichia coli) and gram-positive bacteria

(Staphylococcus aureus). When 0.6 g of AgNO3 was used for coating the Ag-coated scaffold, it showed higher antibacterial

activities than that of the Ag-coated scaffold using 0.8 g of AgNO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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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일반적으로 천연 해면골의 구조와 유사한 다공질체는

높은 비표면적 및 기공율을 갖고 있으며, 3차원 상호연

결된 개기공 구조를 갖고 있다. 이러한 구조는 세포의 부

착 및 골형성 시 가장 적합한 구조로 잘 알려져 있으며

경조직공학 분야에서 널리 사용되고 있다.1,2) 따라서 해면

골 모방 인공 뼈이식재를 제조하기 위한 다양한 방법이

연구되어져 왔으며, 대표적으로 스폰지 복제법, 겔-캐스팅

법, 휘발성 유기물을 이용한 기공형성법 및 염침출법 등

이 가장 널리 알려져 있다. 그 중, 스폰지 복제법은 기

공의 크기 조절이 쉽고 3차원으로 연결된 개기공의 형성

이 용이하기 때문에 뼈이식제로써 아주 우수한 구조를 제

조할 수 있다는 장점을 갖고 있다.3-6) 이러한 뼈이식제를

제조하기 위한 재료로써 칼슘-인산계 세라믹이 널리 알려

져 있으며, 특히 hydroxyapatite (HAp, Ca3(PO4)6(OH)2)와

β-tricalciumphosphate (β-TCP, Ca3 (PO4)2)는 천연뼈와 가

장 유사한 화학적 성분으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경조

직 분야에서 활발히 연구되어져 왔다.7,8) 이러한 생체 세

라믹은 생체적합성, 생체활성 및 골유도특성 등의 생체특

성이 우수하며 각각의 고유한 특성을 갖고 있다. HAp는

인체뼈와의 화학적 결합력이 뛰어나고 비교적 우수한 강

도를 보이는 반면, β-TCP는 우수한 생분해성을 나타내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최근 두 상이 공존하여 기계적 강

도와 생분해성이 균형을 이루고 있는 biphasic tricalcium

phosphate (BCP)가 치과 및 정형외과에서 활발히 사용

되고 있다.9-11)

한편, 은(Ag) 이온 및 은 복합체는 붕대 재료, 체벽치

료, 조직 확장 기구, 조직 수복제 및 향균필터 등과 같

은 다양한 의료분야에서 널리 사용되고 있다. 은 이온 및

은 복합체는 미생물에게 독성을 나타내며 E. coli를 포함

한 다양한 박테리아를 파괴시킨다고 널리 알려져 있다.12,13)

다공질체에 나노금속 입자를 증착시키기 위한 방법으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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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emical vapor deposition, 이온교환법 및 금속염 주입법

등이 알려져 있지만, 이들 공정은 장시간의 코팅시간이

요구되며, 또한 다양한 종류의 시약이 요구되어 화학적

오염 측면에서도 단점으로 지적되고 있다.14-16)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단점을 개선하고 경조직 수복시 외

부감염을 최소화하기 위한 방법으로 마이크로웨이브 증

착공정을 이용하여 BCP 다공질체에 은나노 입자를 코

팅을 하였으며 그에 대한 미세조직 및 향균성을 평가를

수행하였다.

2. 실험 방법

2.1 BCP 다공질체 제조

스펀지 복제법을 이용하여 BCP다공질체를 제조하였다.

초기 원료로 사용된 구형의 BCP 나노분말은 마이크로웨

이브 합성법 (microwave - assisted process)을 이용하여

합성하였다.3) 그 후, 하소과정 중에 발생한 분말의 응집

현상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BCP 나노분말을 에탄올 분위

기하에서 24시간동안 볼밀링 과정을 수행하여 고루 분산

된 현탁액을 준비하였다. 또한, 결합제로서 10 wt%의 poly

vinyl butyral (PVB, Acros, USA)을 에탄올에 용해시킨 후

BCP 현탁액과 혼합하여 점액성 현탁액을 제조하였다. 3

차원 망상구조를 갖는 폴리우레탄 스펀지 (60ppi, HD

sponge, Korea)를 점액성 현탁액에 담근 후 스펀지 표

면에 BCP 나노분말을 피복시키고, 압축공기를 분사하여

기공을 확보한 후 80oC에서 3시간 동안 건조하였다. 위

의 담금 및 건조 과정을 3회 반복하여 BCP 나노분말이

스펀지 표면에 균일하게 피복되도록 하였다. BCP 나노

분말이 피복된 스펀지를 1000oC에서 2시간 동안 공기분

위기로 탈지공정을 수행하여 폴리우레탄 스펀지와 결합

제인 PVB를 제거하였다. 치밀화 공정으로 1300oC에서

10분 동안 공기분위기로 마이크로웨이브 소결을 수행하

여 3차원 망상구조를 갖는 BCP 다공질체를 제조하였다.

2.2 Ag 코팅

출발물질로 은의 원료인 AgNO3 (99.8%,Samchun Pure

Chemical CO. Ltd., Korea)와 환원제로 ethylene glycol

(99.5%, Samchun Pure Chemical CO. Ltd., Korea)을 사

용하였다. AgNO3의 양을 0.4 ~ 0.8 g으로 조절하여 각각

25 ml의 ethylene glycol에 상온에서 30분간 교반하여 용

해시켰다. 교반함에 따라 용액의 색상이 점차 연한 노란

색으로 변하였고, 그 후 10분간 초음파 에너지를 가하였

다. BCP 다공질체를 용액에 담근 후 각각 10 ~ 30초 동

안 2.45 GHz의 마이크로파를 가하여 나노 Ag 입자가 코

팅된 BCP 다공질체를 얻었다. 그 후, 아세톤과 증류수

를 이용하여 세척한 후 60oC에서 건조를 하였다.

2.3 미세조직 관찰 및 항균 실험

Ag 코팅 전·후에 따른 BCP 다공질체 표면의 미세

조직 변화를 분석하기 위해 주사전자현미경(SEM, JEOL,

JSM-6701F)을 이용하여 미세조직을 관찰하였고, EDS를

이용하여 표면의 코팅된 입자가 Ag 입자임을 확인하였다.

나노 Ag가 코팅된 BCP 다공질체의 항균실험은 그람음

성균인 대장균(Escherichia coli, KCTC 2571)와 그람양성

균인 포도상 구균(Staphylococcus aureus, KCTC 3881)를

사용하여 수행하였다. 제조된 시료의 항균실험은 BHI 액

체배지를 추출 용매로 사용하여 1 cm2/ml 의 비율로 37oC

에서 100 rpm으로 72시간 동안 추출하여 사용하였으며 나

노실버의 용출정도에 따른 항균실험을 통해 BCP 다공질

체에 대한 나노 Ag의 코팅 적절성 및 항균효과를 평가하

였다. 세균 접종량의 표준화를 위해 표준탁도관(McFarland

0.5)를 기준으로 균을 희석해서 사용하였으며, 준비된 추

출 용액에 희석된 균을 100 µl 첨가하여 37oC에서 30,

60, 90분간 배양한 후 균의 생존률을 측정하였다. 균의 감

수성 평가를 위해 luciferase assay kit (Promega)를 사용

하여 세균의 ATP 양을 측정하여 비교 분석하였다. 

3. 결과 및 고찰

Fig. 1은 1300oC에서 10분간 마이크로 웨이브 소결한

BCP 다공질체의 주사전자 현미경 사진으로 다공질체의

개기공 구조를 확인할 수 있다. 조대한 개기공들은 BCP

다공질체 내에 고루 분산되어 있었으며 실제 인체의 해

면골과 유사한 구조를 갖고 있었다. Fig. 1(a)에서 보는

바와 같이, 개기공의 지름은 약 100 ~ 1000 µm 사이에 고

루 분포되어 있었으며, 프레임의 두께는 약 50 ~ 100 µm

이었다. Fig. 1(b)는 표면의 확대 사진으로, 소결과정 후

BCP 다공질체는 치밀화가 잘 이루어졌음을 확인할 수

있었고, 결정립 크기는 약 3 ~ 10 µm로 나타났다.

Fig. 2는 출발원료인 AgNO3의 함량 변화에 따른 나노

Ag 입자 코팅의 변화를 관찰한 주사전자 현미경 사진이

다. (a) 0.4 g, (b) 0.6 g, (c) 0.8 g의 AgNO3를 각각 사

용하여 20초간 마이크로파를 조사하였다. 0.4 g의 AgNO3

를 ethylene glycol에 용해시킨 경우 (a), Ag+이온의 농

도가 낮기 때문에 BCP 표면에 적은 양의 나노 Ag 입

자가 코팅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0.6 g

의 경우 (b) 나노 Ag 입자의 코팅양이 현저히 증가하는

것을 확인 할 수 있었으며 약 30 ~ 50 nm 크기의 미세한

구형 나노 Ag 입자가 표면에 고루 분포되어 있었다. 반

면, 0.8 g의 AgNO3를 사용한 경우에서는 Fig. 2(c)와 같

이 전체 표면이 미세한 나노 Ag로 뒤덮혀 있었고 수 µm

크기의 조대한 Ag 편석을 발견할 수 있었다. 이 때,

0.8 g의 AgNO3를 사용한 경우 Ag+ 이온의 농도가 너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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높아 미세한 Ag 입자가 생성되는 동시에 조대한 편석

이 생성됨을 알 수 있었다.

Fig. 3은 마이크로파 조사 시간 및 온도에 따른 BCP

다공질체의 표면에 코팅된 나노 Ag 입자의 변화양상을 관

찰한 주사전자 현미경사진이다. 마이크로파는 (a) 10초, (b)

20초, (c) 30초 동안 각각 조사하였고 AgNO3의 함량은

0.6 g으로 고정하였다. 10초의 경우 (a) 낮은 온도로 인해

Ag+이온에서 Ag0금속으로의 환원 비율이 낮기 때문에 비

교적 적은 양의 나노 Ag 입자가 BCP 다공질체 표면에

분포되어 있었다. 반면, 20초에서는 나노 Ag 입자의 코

팅양이 크게 증가하였고 표면 전체에 고루 분산되어 있

는 것을 관찰할 수 있었다 (b). 반면, 30초의 마이크로

파를 조사하였을 때 (c), Ag 입자의 크기가 점점 증가

하여 200 ~ 500 nm의 조대한 입자가 형성되었다. 마이크

로파의 조사시간이 증가할수록 반응온도가 증가하기 때

문에 Ag+이온의 환원비율이 증가하여 Ag 입자의 크기

가 증가한 것으로 보여진다.

Fig. 4는 0.6 g의 AgNO3을 사용하여 20초간 마이크로

파를 조사한 후 고배율에서 관찰한 주사전자 현미경 사

진과 EDS 분석결과이다. (a)와 (b)에서 볼 수 있듯이, 나

노 Ag 입자가 BCP 다공질체 표면에 고루 분포되어 있

었다. 앞서 설명한 바와 같이, 다공질체의 표면에는 약

30 ~ 50 nm 크기의 Ag 입자가 코팅되어 있었다. (b)는

EDS 맵핑분석 결과로써, BCP 다공질체의 표면에 Ag 입

Fig. 1. SEM micrographs of BCP scaffold; (a) low magnification and (b) enlarged image.

Fig. 2. SEM images of BCP scaffold coated with various amount of nano Ag for 60 seconds of microwave irradiation time (a) 0.4 g,

(b) 0.6 g and (c) 0.8 g.

Fig. 3. SEM images of BCP scaffold coated with nano Ag depending on the microwave irradiation; (a) 10 sec, (b) 20 sec and (c) 30 se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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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가 균일하게 분포되어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또

한, EDS 성분분석 결과 (c), BCP의 주성분인 Ca원소와

P원소의 피크가 검출 되었으며, Ag원소의 피크도 검출

되어 구형 입자가 나노 Ag 입자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Fig. 5는 0.6 g 및 0.8 g의 AgNO3를 사용하여 20초간

마이크로파를 조사하여 제조한 나노 Ag 입자가 코팅된

다공질체의 항균능 평가로써 균을 30, 60, 90분간 배양

한 후 균의 생존률을 측정한 결과이다. 항균실험을 수행

한 결과, 0.8 g의 AgNO3를 사용하여 코팅한 다공질체에

비해 0.6 g의 AgNO3를 사용하여 코팅한 다공질체의 항

균능이 뛰어난 것으로 평가되었다. (a)와 (b)에서 보면,

0.6 g의 AgNO3를 사용하여 코팅한 다공질체에서 그람음

성균인 E. coli의 생존률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생존률

이 점차적으로 감소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으며, 대

조군 대비 50% 이상 생존률이 감소한 것을 확인 할 수

있었다. 또한 그람양성균인 S. aureus에서는 10% 이상 생

존률이 감소한 것을 확인하였다. 이와 같은 결과는 은나

노의 항균효과가 그람음성세균에 더 우수하다는 보고와

일치하였다. 나노입자가 코팅된 BCP 다공질체의 항균실

험을 수행한 결과, 다공질체로부터 항균능이 우수한 30 ~

50 nm 크기의 나노 Ag 입자가 배양배지 내로 용출되어

뛰어난 항균능을 보인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스폰지 복제법을 이용하여 실제 인체의 해면골과 유사

한 구조를 갖고 있는 BCP 다공질체를 제조하였다. 다공

질체는 3차원적으로 상호연결된 개기공으로 이루어져 있

으며, 기공의 크기는 약 100 ~ 1000 µm 사이에 고루 분포

되어 있었으며, 프레임의 두께는 약 50 ~ 100 µm이었다. 화

학적 오염이 적고 소요시간이 짧은 마이크로파를 이용하

여 나노 Ag를 코팅하였다. 이 때, 마이크로파의 조사시간

과 AgNO3의 함량을 변화에 따라 코팅된 나노 Ag 입자

의 형태 및 분포가 다르게 나타났다. 0.6 g의 AgNO3를

사용하여 20초간 마이크로파를 조사하였을 때 다공질체

의 표면에 약 30 ~ 50 nm 크기의 나노 Ag가 균일하게

분포되어 있었다. 또한, EDS 분석결과로부터 코팅된 입

자가 나노 Ag임을 확인할 수 있었고 맵핑을 통해 다공

질체 표면에 균일하게 분포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

다. 항균실험을 시행한 결과, 0.6 g의 AgNO3를 사용하

여 20초간 마이크로파를 조사한 BCP 다공질체에서 대

장균의 증식을 50% 이상 저해하는 것을 확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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