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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균성 Ag-30CaO·70SiO2 Gel의 MC3T3 세포적합성에 관한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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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It is known that bones get damaged by accidents and aging. Since the discovery of Bioglass, various kinds of

ceramics have been also found to bond to living bone; some of these ceramics are already being clinically used as bone-

repairing materials. In the present study, antibacterial calcium silicate gel (Ag-30CaO·70SiO2 gel) was prepared by sol-gel

method in order to control the microstructure, which is related to the dissolution rate and induction period of apatite formation

in body environment. In addition, biological Ag-30CaO·70SiO2 is tested. This was done to impart antimicrobial activity to the

30CaO·70SiO2. Ag ion was added during sol-gel synthesis to replace the H2O added during the making of the 30CaO·70SiO2

gel, which has silver solutions of various concentration. After the sol-gel process, 1N-HNO3 solution was used to wash the gel

when synthesizing the gel, in order to maintain the porous structure and remove PEG, water soluble polymers. Then, the apatite

forming ability of the sol-gel derived CaO-SiO2 gels was investigated using simulated body fluid (SBF), which had almost the

same ion concentration as that of human blood plasma. The gels were analyzed by FT-IR spectroscopy, SEM observation, XRD,

and fluorescent microscopy. The apatite was successfully created even after washing the gel; apatite is present in an amorphous

state, and was found to affect the concentration of the Ag ion in cells in MC3T3 live & dead assay results. From these results,

it is suggested that a good material that can be used to repair defects of nature bone is Ag-30CaO·70SiO2 gel.

Key words CaO·SiO2, sol-gel, antibacterial property, apatite formation.

1. 서  론

생체재료는 재료분야에서 발전가능성이 큰 분야이다. 앞

으로 인구의 노령화와 인구수 증가로 인한 생체재활, 대

체용 세라믹스가 개발되고 있다. 그러나 대부분의 재료

들이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 경우가 많아 국내기술의 개

발이 필요한 상황이다. 생체 경 조직 대체용으로 제조

되어진 많은 바이오 세라믹스재료들이 실제 뼈와 결합

이 잘 된다는 사실이 알려졌고, 의학용으로 널리 이용

되어지고 있다. 이러한 바이오 세라믹스는 질병이나 사

고에 의해 손상된 인체 골격 경 조직을 대체하여 기능

을 회복시키거나, 손상에 의한 고통을 완화시키는 목적

†Corresponding author

E-Mail : tnkim@pcu.ac.kr (T. N. Kim, Paichai Univ.)

E-Mail : sbcho@kigam.re.kr (S. B. Cho, KIGIM)

© Materials Research Society of Korea, All rights reserved.

This is an Open-Access article distributed under the terms of the Creative Commons Attribution Non-Commercial License (http://creative-

commons.org/licenses/by-nc/3.0) which permits unrestricted non-commercial use, distribution, and reproduction in any medium, provided the

original work is properly cited.



672 윤금재·류재경·안응모·김윤종·김택남·노인섭·조성백

으로 사용되는 재료를 말한다. 

생체 경 조직을 대체할 수 있는 이상적인 재료는 독

성이 없어서, 인체에 해를 가하는 일이 없어야 하고, 생

물학적, 화학적으로 안정되어야 한다. 그리고 생체의 뼈

와 대체되었을 때 이식한 재료와 생체의 뼈, 근육 등과

강하게 결합할 수 있어야하며, 몸의 하중을 견딜 수 있

는 충분한 기계적 강도를 가져야 한다. 따라서 기계적

강도도 가지면서 생체활성이 높고 생체의 뼈와 유사한

특성을 가지는 재료의 개발이 필요한 상황이다. 실제적

으로 뼈는 무기물질인 아파타이트와 유기물질인 콜라겐

의 나노복합체로 되어있다. 인체의 내부에서 아파타이트

는 뼈의 65 %를 차지할 정도로 중요한 물질이기도 하다.

생체의 뼈가 칼슘과 인을 주성분으로 하는 아파타이트

인 것을 생각하면 여러 질병과 사고로 인해 손상된 뼈

조직의 일부분을 수복하는 재료로서 무기 고체재료가 적

합하다고 생각된다.1-2) 또한 손상된 뼈 조직을 수복하는

과정에서 박테리아나 세균 등에 노출되어서 쉽게 감염

되므로 이를 방지하기 위하여 항생제 등 여러 가지 인체

에 치명적인 부작용을 일으킬 수 있는 약품들을 사용하

는데 이러한 약품들의 투약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항균성

을 가진 바이오 세라믹스를 연구 하였다. 그리고 30CaO·

70SiO2의 생체재료로서의 사용 시 수술 후 항생제 투여

를 최소화로 줄일 수 있도록 Ag금속 양이온을 Ca양이

온과 치환하여 항균성 칼슘 실리케이트 겔(Ag-30CaO·

70SiO2 gel)을 sol-gel법으로 제조하였다.3-4) Sol-gel법을

사용한 이유는 균질한 고체를 얻고 고 순도로 제조하기

위함과 겔의 표면특성이 첨가제에 의해 쉽게 변형될 수

있도록 sol-gel법을 사용하였다.5) 항균성을 부여하는 Ag

이온은 silver standard solution을 이용해 0ppm, 10ppm,

20ppm, 50ppm으로 제조하여 Ag-30CaO·70SiO2 의 생

체거동을 조사하였다.

2. 실험 방법

Ag-30CaO·70SiO2 gel을 제조하기 위해 CaO·SiO2

gel 제조 시 사용되는 H20(distilled water)를 대체하여

silver standard solution(KANTO Chemical Co.,)을 각각

0, 10, 20, 50ppm을 제조하였다. Ag-30CaO·70SiO2 제

조는 Fig. 1 과 같이 비커에 polyethylene glycol(PEG,

M.W. 10,000)을 H2O에 투입하고 5분 교반 후 calcium

nitrate tetrahydrate(Ca(NO3)2·4H2O)를 넣고 5분간 교반

하였다.

그리고 Catalyst(HNO3)를 투입 교반 후, tetraethoxy-

silane(TEOS)를 첨가하여 비커를 밀봉한 후 10분간 교반

하였다. 이러한 밀봉 이유는 TEOS를 투입하고 교반을 하

게 되면 온도가 상승하게 되어 시료의 손실을 막기 위

함이다. 

교반이 완료된 gel은 사각 케이스에 모두 옮겨 담고

완전 밀폐시킨다. 밀폐된 케이스는 40 oC 오븐에서 24

시간동안 gelation 후 1N-HNO3로 각각 0~3회 세척을

실시하였다. 이 때 질산용액은 2시간마다 교환하였다.

각각 0~3회 세척 후 남은 1N-HNO3의 여과액은 gel에

서 용출되어 나온 Ag, Ca, Si의 양을 확인하기 위하여

Inductively coupled plasma(ICP, model: Optima 8300,

PerkinElmer, U.S.A)분석을 실시하였다. 그리고 세척된

gel은 케이스를 오픈 후 40 oC 오븐에서 6일간 건조하였

다. 건조가 완료된 gel은 전기로(Lindberg/Blue, 808-847,

SPX Corporation, USA)를 이용하여 800 oC/8h, 2h 반응

시켰다.

열처리 후의 Ag-30CaO·70SiO2 gel은 일정한 크기(1

cm × 1 cm × 4 mm)로 재단 후 simulated body fluid(SBF)

용액을 제조한 후 각각을 폴리스티렌 병속에 침적 시켰

다.1,6-7) 

SBF 용액은 H2O를 교반을 시키며 인체 체온과 유사

하게 36.5 oC 로 유지시킨 뒤 NaCl(ER, Nacalai, Japan),

NaHCO3(ER, Nacalai, Japan), KCL(ER, Nacalai, Japan),

K2HPO4·3H2O(ER, Nacalai, Japan), MgCl2·6H2O(ER,

Nacalai, Japan), 1 mole/dm3 HCl(Wako, Japan), CaCl2

(ER, Nacalai, Japan), Na2SO4(ER, Nacalai, Japan), H2NC

(CH2OH)3, ER, Nacalai, Japan)를 순차적으로 투입하여

제조하였다. 그리고 pH가 7.25가 되도록 Tris-Buffer So-

lution(Tris(hydroxymethyl) aminomethane, H2NC(CH2OH)3,

Fig. 1. Flow chart for the preparation of various Ag-30CaO·

70SiO2 gels by sol-gel metho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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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R, Nacalai, Japan)과 1N-HNO3용액을 사용하여 최종적

으로 SBF용액을 제조하였다. 

한편 폴리스티렌 병 속에 재단한 Ag-30CaO·70SiO2

gel을 넣고 SBF용액을 각 30 ml씩 넣은 후 뚜껑을 닫

고 1~7일간 침적을 시켰다. 각각 1, 3, 5, 7일 이후 침

적된 gel을 케이스에서 꺼낸 후 증류수로 세척하고 상

온에서 자연 건조하였다. 

건조된 gel은 표면의 아파타이트 형성을 판단하기 위

해 X-Ray Diffraction(XRD, model: X-Pert MPD, Philips,

Netherlands)분석을 실시하였다.10) 그리고 열처리 한 gel

의 실라놀 기(Silanol groups, SiOH)의 분석은 Fourier

Transform Infrared Spectroscopy(FT-IR, model: Nicolet

6700, Thermo Ltd., U.S.A)에 의해 측정하였다. 그리고

제조된 Ag-30CaO·70SiO2의 표면상태 관찰을 위하여

Scanning Electron Microscope(SEM, model: 6380, Jeol

Ltd., Japan)로 미세구조(microstructure)를 관찰하였다.

또한 Ag-30CaO·70SiO2 gel의 세포독성을 평가하기 위

하여 MC3T3 조골세포를 이용하여 Gel covering 실험을

실시하였고 반응이 끝난 후 생존, 사멸 세포는 Fluor-

escent Microscope(Leica DMLB, Germany)로 검경하였다.

3. 결과 및 고찰

ICP 분석에서는 질산 세척 횟수에 따라 용출되어 나

온 Ag, Ca, Si 이온의 양을 분석하였다(Table 1). 24시간

의 aging은 gel이 완전 건조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세척

횟수가 늘어날수록 소량의 Ag, Ca, Si 이온이 용출됨을

확인하였다.

그리고 FT-IR 분석 결과 Fig. 2 와 같이 아파타이트

(P-O group) 피크가 확인되었다. 1100 cm−1에 나타난 peak

Fig. 2. FT-IR spectra of Ag-30CaO·70SiO2 gels after soaking in SBF for 0~7days.

Table 1. ICP analysis results of 1N-HNO3 washings after aging

Ag-30CaO·70SiO2 gel.

Division
Ion variation according to 1N-HNO3 washing

Ag(mg/L) Ca(mg/L) Si(mg/L)

Ag 0 ppm (W0)
·

33529.14 155.26

Ag 0 ppm (W1)
·

6336.57 33.03

Ag 0 ppm (W2)
·

4879.96 29.33

Ag 0 ppm (W3)
·

1844.81 12.63

Total
·

46590.48 230.25

Ag 10 ppm (W0) 2.35 34175.20 150.47

Ag 10 ppm (W1) 1.56 6901.17 33.49

Ag 10 ppm (W2) 1.36 5798.54 30.94

Ag 10 ppm (W3) 0.87 2722.85 19.82

Total 6.14 49597.76 234.72

Ag 20 ppm (W0) 3.03 34536.79 170.13

Ag 20 ppm (W1) 2.55 7939.05 37.84

Ag 20 ppm (W2) 1.72 5133.86 29.99

Ag 20 ppm (W3) 1.28 3089.39 21.92

Total 8.58 50699.09 259.88

Ag 50 ppm (W0) 3.45 31950.44 158.44

Ag 50 ppm (W1) 3.28 7048.87 33.3.

Ag 50 ppm (W2) 2.36 5220.16 29.61

Ag 50 ppm (W3) 2.03 3909.74 27.78

Total 11.12 48129.21 249.13

W: number of wash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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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Si-O stretching vibration에 기인한 peak이다. 실라놀

기(Silanol group, Si-OH)는 칼슘 실리케이트 계 생체재

료가 아파타이트 형성을 하는데 있어서 중요한 인자로

알려져 있다.8-9) 실라놀 기를 분석한 Fig. 2 로부터 1N-

HNO3 세척은 Si-OH stretching vibration에 의한 peak

강도가 거의 변함없음을 알 수 있었다. 그리고 Ag 이

온의 양에 관계없이 SBF용액 침적 1일에서 Si-O peak

가 강하게 나타나지만 침적 3일에서 아파타이트 피크인

P-O group이 검출되고 있었다. SBF용액 침적이 5일 이

상 늘어날수록 Si-OH는 약해지고 P-O group이 강하게

나타나 아파타이트의 성장이 늘어남을 확인하였다.

Ag-30CaO·70SiO2 gel의 SBF용액 침적 전 후의 표면

변화를 관찰하기 위해서 SEM으로 비교 관찰 하였다. 관

찰 결과 평균 2 µm크기의 구형입자가 형성되었고, gel표

면에 형성된 아파타이트를 확인하고 침적 0~7일간의 차

이점을 확인할 수 있었다.11-15) 의사체액 침적 전인(a),(f)

는 아파타이트가 형성되지 않은 구형의 입자만 관찰이 되

지만 침적 후인 (b), (c), (d), (e), (g), (h), (i), (j)는 구

형입자의 표면에 아파타이트 층이 형성된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Fig. 3). 그리고 SBF용액 침적일이 길어질수

록 아파타이트 층이 더욱 발달된 것으로 확인되었다.

또한 gel표면에 아파타이트가 정상적으로 형성된 것으

로 보아 1N-HNO3의 세척은 Ag-30CaO·70SiO2 gel의

아파타이트 형성 능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확인

되었다. 

한편, 항균성을 부여하기 위해 첨가한 Ag 이온 용액

의 첨가로 아파타이트 형성을 관찰해본 결과 농도와 무

관하게 아파타이트가 형성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따

라서 Ag 이온 농도는 아파타이트 형성 능에 영향을 미

치지 않는 것을 관찰하였다.

Sol-gel법을 이용해서 만들어진 gel은 gelation 및 aging

후 건조, 열처리 되어진 상태로 X선 회절 분석을 실시

하였다(Fig. 4). X선 회절 패턴으로부터 모두 비정질

(amorphous)의 겔임을 알 수 있었다.11-12) 그리고 SBF용

Fig. 3. SEM photographs of the Ag-30CaO·70SiO2 particles prepared with 0ppm (a)~(e) and 50ppm (f)~(j) Ag-30CaO·70SiO2 gel before
and after soaking in SB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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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4. XRD patterns of the Ag-30CaO·70SiO2 gels after soaking in SBF for 0~7 days.

Fig. 5. Experimental result of Live & Dead assay by Ag-30CaO·70SiO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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액 침적 1일 부터 아파타이트 피크가 확인되었다. 이는

Ag-30CaO·70SiO2 gel을 1N-HNO3로 세척을 하여 Ca

이온과 Si이온이 일부 용출되어도 아파타이트 형성 능에

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Gel covering 실험은 지지체와 접촉했을 시의 지지체

의 세포독성을 평가하기 위하여 MC3T3 세포를 100,000

cell/ well의 농도로 12well plate 에 접종한 뒤 24시간

동안 지지체를 세포 위에 놓고 압착하여 지지체를 세포

와 접촉했다. 그 후에 Live & Dead assay를 진행하였

다. 2 mM ethidium homodimer-1(EthD-1) stock(1.2 µl)와

4 mM calcein AM solution(0.3 µl)을 멸균된 Phosphate

Buffer Solution(PBS, 600 µl)에 넣고 혼합하였다. 혼합된

용액을 세포 배양된 하이드로겔에 분주하여, 상온에서 30

분 간 반응시켰다. 반응이 끝난 후, 형광현미경(Leica

DMLB, Germany)으로 검경하였다. 생존한 세포는 녹

색, 사멸한 세포는 붉은색으로 관찰되었다(Fig. 5). Ag

이온이 50ppm 함유된 시편에서는 붉은색의 사멸한 세

포가 다수 관찰되고 떨어져 나간 모습도 관찰할 수 있

었다. 반면 Ag 이온이 20ppm 이하로 함유된 시편에서

는 사멸한 세포 없이 녹색의 생존한 세포만이 관찰되고

있어 Ag 이온이 20ppm 이하로 함유된 시편에서 세포

적합성이 높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4. 결  론
 

Ag-30CaO·70SiO2을 sol-gel법을 사용하여, Ag 이온

이 첨가된 CaO·SiO2를 구형입자로 제조하고, SBF용액

침적을 통해서 아파타이트 형성 능력을 확인한 후, gel체

의 항균성을 테스트한 결과 다음과 같은 결론을 도출하

였다.

1) Ag-30CaO·70SiO2 gel을 제조하는 과정에서 수용

성 고분자인 PEG를 제거하기 위해 1N-HNO3로 0~3회

washing을 실시하였고, ICP 분석 결과 1N-HNO3 washing

을 통해 Ag, Ca, Si이온이 소량 침출되었음에도 washing

횟수와 관계없이 SBF용액 침적 1일차부터 gel표면에 아

파타이트가 형성됨을 확인하였다.

2) SBF용액 침적 실험 결과 Ag-30CaO·70SiO2 gel의

표면에서 실라놀 기가 형성되는 시간은 침적 1일 임을 알

수 있었고, 3일 이후부터는 실라놀기가 아파타이트 형성

을 유도해 P-O group이 강하게 나타남을 알 수 있었다.

3) 800 oC에서 열처리한 Ag-30CaO·70SiO2 gel은 X

선 회절 패턴에서 Ag이온의 첨가량과 관계없이 비정질

(amorphous) 상태로 존재하고 있었다.

4) 세포적합성의 gel covering 실험결과 Ag 이온 0~20

ppm를 함유한의 시편의 경우에는 전반적으로 MC3T3 조

골세포가 생존한 상태로 관찰되었으며 안정적으로 부착

되었음을 확인하였다. 그러나 Ag 이온 50ppm를 함유한

시편의 경우는 사멸 세포가 관찰되었고, 사멸된 상태로

떨어져 세포가 없음을 확인하였다. 이를 통해 Ag 이온

50ppm이상에서는 세포에 독성이 나타나고 세포의 생존

성이 낮음을 확인하였다.

5) 상기의 결과들로부터 Ag-30CaO·70SiO2 gel은 생

체 내에 이식할 경우 gel표면에 아파타이트를 형성하고,

MC3T3 조골세포의 부착 및 생존 가능한 재료로 제조

가 가능하여 생체재료로 적합하다고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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