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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이온을 이용한 항균유리 제조기술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전문연구위원 김용환
(yhwank@reseat.re.kr)

1. 머리말
유리에서 이온교환은 유리표면의 조성을 변화시켜 광학적, 기계적, 화학적 성질을 향상
시키는 일반적인 기술이다. 이 기술은 화학강화 유리, 굴절률 변환렌즈나 광도파로, 착
색유리 등의 제조에 응용되고 있다. 이는 일가이온 Na+ 또는 Li+ 이온을 용융염에서 다
른 이온으로 치환하는 것이다. 유리 강화는 용융염에서 보다 이온 반경이 큰 이온으로
치환시켜 유리표면에 압축응력이 발생하게 하는 것이다. 이온교환은 이온 확산에 기반
을 두고 있으며, 공정효율에 미치는 인자는 용융염과 유리조성, 이온교환 시간, 온도 등
과 금속이온 및 용융염 종류이다.
은(Ag)은 색유리, 광전자용 유리도파로, 항균유리 합성 등 다양한 분야에 사용되고 있
다. AgNO3, AgCl, Ag2SO4 등은 용융염에서 은 이온의 이동도가 높아 이온교환에 이상적
이다. 은 이온은 광학적 성질에 변화를 주며, 은과 칼륨은 기계적 강화와 아울러 색조
변화와 강한 항균성도 발현이 가능하였다.
최근 터치스크린(touch screen)이 장착된 스마트폰, 태블릿 PC, 은행 자동입출금기 등
전자기기 표면에 서식하는 세균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따라서 세균을 억제시킬
수 있는 항균기능을 이들 표면에 부여할 필요가 있게 되었다. 항균제로 은의 역할에 대
한 연구는 많다. 은을 함유한 유리의 항균효과는 유리 내에 은의 배열 또는 주위환경
영향과 같은 인자 최적화에 의해 좌우된다. 즉, 은이 어떻게 유리에서 지속적으로 방출
되고 얼마만큼 세균과 접촉하는가에 따라 결정된다. 여기서는 주로 은 이온의 교환에
의해 유리표면에 항균기능을 부여하는 기술에 대해 소개한다.

2. 은 이온의 항균작용 1),2),3)
2-1. 은(silver)의 특성
오래 전부터 인류는 미생물에 의한 감염성 질환에 대비하고 치료를 목적으로 생약성
분이나 금속계 항균물질을 이용하였는데, 은(Ag)이 그 중 하나이다. 은이 인체에 해가
없고 독성이 없으며, 미생물 체내의 신진대사 기능을 다방면으로 억제하여 650여 종류
의 유해 세균을 죽이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러한 신진대사 기능 억제 이외에도 금속
은(Ag)이 방출하는 은 이온(Ag+)의 전기적 능력으로 인해 미생물의 생식기능에 영향을
주어 항균 및 살균 작용을 하는 것이다. 은의 미생물 불활성화 능력은 1869년부터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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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기 시작하여 현재까지도 많은 연구자들이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 다른 항생제에 비해
내성을 갖는 미생물의 수가 적기 때문에 은을 이용한 치료 방법이 개발되기도 하였다.
은 이온(Ag+)을 이용한 살균, 소독의 경우 수십 년 전부터 연구가 진행되어 왔으며, 기존
연구에서 강력하고 광범위한 항균활성을 알 수 있다.
최근에는 나노기술 발전에 힘입어 나노미터 크기 은(Ag0)의 생산이 가능하게 되었다.
은의 표면적을 최대화함으로써 은이 가지고 있는 효과을 극대화 할 수 있게 되었고 여
러 분야에서 활용 가능성이 제시되고 있다. 하지만 은 나노입자의 항균 성능, 미생물
불활성화 기작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가 아직은 부족한 실정이다. 일반적으로 은 이온
(Ag+)과 은 나노입자(Ag0)의 명칭이 구분 없이 사용된다.

2-2. 은 이온의 항균 및 살균작용4)
금속성 은(metallic silver)의 "위생적 특성" (살균성(antiseptic), 항박테리아성, 항바이러스
성, 항균성 효과)은 박테리아, 바이러스 및 미생물에 대한 지식이 일반적으로 존재하기 전
수 세기 동안 알려져 있었다.
따라서 은 용기 사용에 대한 유익한 효과는 상기 벌크 은으로부터 소비되는 음식 및 음료
까지 은 이온의 이동에 기인하고 있다. 은 이온이 사실상 “살균제(antiseptic)"라는 지식으
로 물에서 쉽게 용해되는 특정한 은염(예로 질산은)의 용액이 수십 년 동안 살균제 및 항
균제로 사용되었다.
최근까지 금속성 은 입자 및 은염의 사용은 실(yarns), 섬유(fabrics), 유리 등의 다양한
물질에 항균특성을 부여하는 수단으로 특허 및 기술 문헌에서 기술되어 있다. 유리 표
면상에 코팅된 은(Ag0) 나노-입자가 박테리아 세포에 근접 부착되어 항균/항바이러스 특
성을 가지게 된다.
은 이온의 반응에 의한 항균성은 +1가를 가진 은 이온은 수소 이온과 친화성을 가지며,
미생물에 존재하는 SH기에 이들이 결합하여 박테리아나 미생물의 호흡이나 전자이동을
방해하는 것으로 설명할 수 있다. 또한 은 이온은 반응성이 커서 조직 단백질과 강하게
결합하여 박테리아의 세포벽, 내세포 핵막의 구조적 변화를 유발한다.
은 이온은 단일 모드의 구동을 갖지 않는다. 이들은 세포사멸(cell death)에 대한 감염성
(infectivity)의 성장 및 상실의 억제 효과로 미생물 개체 내에 광범위한 분자 프로세스
(molecular processes)와 상호작용을 한다. 상기 메카니즘은 존재하는 은 이온의 농도 및 은
이온에 대한 미생물 종(microbial species)의 민감도에 의존한다. 접촉시간, 온도, pH 및 물이
없는 상태는 모두항균 활성화 및 활성범위 모두에 영향을 미친다.

2-3. 은 나노입자의 항균 및 살균작용
은의 항균 및 살균효과가 그 동안 폭넓게 활용되지 못한 주된 이유는 은이 비싼 귀금속
이기 때문이었다. 그러나 이를 해결한 것이 나노기술이며 은 나노기술은 살균력을 가진
은을 전자현미경으로만 관찰이 가능한 수 나노미터 크기의 작은 입자로 대량 생산하여
각종 전자제품의 표면을 코팅하거나 플라스틱 섬유 등에 섞어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 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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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나노미터 수준으로 합성하게 되면 입자의 크기는 작아지지만 상대적으로 표면적은 증
가하기 때문에 은의 고유 기능인 항균 및 살균 특성이 더욱 향상된다.

3. 은 이온의 이온교환에 의한 항균유리
유리에서 이온교환은 유리표면 조성을 화학적으로 처리여 광학적, 기계적, 화학적 성질
을 변화시키는 보편적인 기술이다. 유리의 이온교환(ion exchange) 방법을 가장 많이 이
용하는 분야가 유리의 화학강화이다. 화학적 강화는 결정화 유리와 응력분포가 유사하
며, 응력구배는 완만하고 압축에서 인장으로 급격한 전이가 발생되지 않는 장점을 갖고
있는 것으로 보고된다.
최근에 개발되어 제품화하는 것은 유리의 강화와 동시에 Ag 또는 Cu의 이온도 교환시
켜 항균특성을 부여하고 있다. 디스플레이에 사용되는 유리 기판의 조성은 붕규산유리,
소다석회유리와 알칼리 알루미나 붕규산유리가 주류를 이루고 있다. 그러나 유리를 강
화시켜 사용하는 커버유리는 소다석회유리와 알칼리 알루미나 붕규산유리가 사용되고
있어, 이들 유리를 이용한 항균유리 제조에 대한 기술내용을 설명한다.

3-1. 소다석회유리에서 은 이온교환
3-1-1. 일반적인 원리 및 방법
현대 사회에서 "터치스크린"의 보급은 미생물, 박테리아 및 바이러스가 서식할 수 있는 많은
표면을 증가시키고, 이들 미생물은 사람에게서 사람으로 이동될 수 있다. 따라서 유리표면에 항
균성능이 필요하게 되었으며, 주로 은 이온을 활용하여 항균기능을 표면에 부여하고 있다.
AgNO3와 같은 수용액은 수중에서 Ag+→Ag0로 쉽게 환원되기 때문에 살균성능을 지속시
키는데 문제가 있다. 그간 개발된 살균·항균적용 관련 제품으로는 제올라이트에 은을 담
지시킨 것이 처음이며, 그 외 아파타이트, 산화티타늄, 인산지르코늄, 실리카겔, 유리 등에
은을 담지시킨 것이 무기계 항균제이다. 이 중에 금속을 이온상태로 담지할 수 있고 지속
적인 살균효과를 가질 수 있는 유리에 대한 연구가 있었다. 인산염계, 붕산염계 수용성유
리는 유리가 수중에 용해되면서 지속적인 살균효과를 나타낸다.
그러나 규산염계 유리는 내수성이 뛰어나 은 이온이 유리 중에 거의 용해되지 않으므로
일반적인 용융법으로는 은 이온이 담지된 규산염계 유리를 제조하기가 어렵다. 따라서 유
리를 전이온도 이하 온도에서 용융염에 침적하여 유리내의 알칼리이온을 다른 이온으로
치환하는 이온교환법으로 은 이온을 치환하여 담지시키는 방법이 효과적이며 여러 업체가
이미 상품화 하고 있다. 이 공정은 대부분 터치패널의 커버유리에 적용하고 있으며, 유리
강화와 살균성을 동시에 부여한다.
이온교환 방법에 의한 유리표면 처리는 은 이온의 살균력이 높고, 소모가 없으며 항균
효과가 지속된다. 또한 후 처리공정에 영향이 없으며, 표준적인 유리의 가공공정이 가능하
다. 기계적인 특성인 굽힘강도, 내마찰성, 충격강도나 투명성에 손상이 없이 커버유리에
높은 기능성을 부여할 수 있다.

ReSEAT 프로그램(http://www.reseat.re.kr)

q 중소기업 기술멘토링(공동기술)

4

3-1-2. 은 이온교환에 의한 항균유리 제조 사례5)
소다석회유리에서 이온교환에 의한 항균유리 제조에 대한 최근의 연구 결과를 몇 가
지 소개한다.
(1) Duygu Guldiren 등은 은 이온과 칼륨 이온의 이온교환에 의한 항균성 유리의 제조
에

대해

연구논문을

발표하였다.

이

연구는

상업용

소다석회유리를

사용하여

AgNO3-KNO3의 혼합용액 조에서 농도, 온도와 처리시간을 변화시키면서 이온교환에 의
한 기계적 강도 향상과 항균성을 조사하였다.
소다석회유리는 코닝사의 코드 2947 분말을 5vol.% HNO3와 10vol.% HF용액에 녹여 원
자흡광분석기(AAS)로 분석하였다. 유리의 분석결과 조성은 중량비(wt.%)로 70.56% SiO2,
0.59% Al2O3, 8.93% CaO, 3.41% MgO, 14.54% Na2O, 0.87% K2O, 기타 1.1% 이다. 시편의
열분석은 TG/DTA로 이온교환 전후 25mg을 실온에서 800℃까지 10℃/min 가열속도로
측정하였다. 유리전이온도는 549℃이었다.
유리표면은 초음파 세척기에서 탈염수와 에탄올 용액으로 세정하였다. 이온매질로는
AgNO3 99.9% 고순도 분말과 KNO3 99.0%를 사용하고, 염의 혼합물 조성은 AgNO3 농도
를 1에서 3wt% 사이에서 변화시켰다. 이온교환은 전기로에서 60, 120, 240분씩, 처리온
도는 유리의 전이온도에 따라 380-420℃로 하였다. 이온교환 처리 후 초음파 세척기에
서 탈염수로 세정한다.
이온교환 이후에 투명한 시료유리는 약간 착색이 되었다. AgNO3의 이온매질 농도와
온도, 이온교환 시간에 따라서 주황색으로 변화하였다.

<그림 3-1> 시료유리 이온교환 처리 후의 이미지5)
이온교환 후의 유리의 비중은 칼륨/나트륨, 은/나트륨의 이온교환 표면층과 관련되며, 이
온매질 중 AgNO3의 농도 증가와 처리온도, 시간에 따라 변화하였다. 분석결과 처리를 하지
않은 사료와 처리를 한 시료의 측정결과에서 확실한 차이가 있으며, 유리매질로 이온이 교
환된 것을 알 수 있다. 2wt.% AgNO3 용융염에서 420℃로 240분 동안 처리한 경우 칼륨과
은 이온의 표면에서의 침투 깊이는 약 15㎛에서 65㎛ 정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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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1> 시료의 처리 전후의 비중변화5)
처 리/조 건
미처리
1Ag/420℃,
2Ag/420℃,
3Ag/420℃,
2Ag/420℃,
2Ag/420℃,
2Ag/420℃,
2Ag/420℃,

240분
240분
240분
60분
120분
240분
300분

비중(g/cm3)
2.431
2.461
2.481
2.484
2.446
2.454
2.456
2.468

비중 증가율(%)
1.28
2.06
2.18
0.62
0.98
1.03
1.52

광투과율은 AgNO3 이온매질의 농도와 온도, 시간에 따라 감소하였다. 투과율 차
단파장은 가시광 영역에서 높은 값으로 이동하였다. 젖음성은 표면의 화학조성과
거칠기에 크게 관련이 된다. 이온매질 AgNO3의 농도와 처리온도에 따라 접촉각은
증가한다. 반면, 이온교환 시간의 증가에 따라서 접촉각은 감소한다.
비커스 마이크로 경도는 이온교환 온도와 시간에 따라 약 20% 증가하였으며,
AgNO3 농도 증가에는 경미하게 감소하였다. 유리 표면의 균열은 파손을 일으키는
요인이다. 압입균열을 실험하여 본 결과, 이온교환 처리한 시편이 이온매질의 농도
와 처리 시간에 따라서 보다 높은 균열 개시 하중이 나타난다. 하중을 9.8N을 가하
였을 경우 균열의 크기는 169㎛에서 평균 87㎛로 감소되었다.
(2) 기타 예를 보면, Duygu 등은 항균유리의 다양한 응용분야에서 분말형태의 잠재적
첨가제 후보 물질을 조사하였다. 연구에서 분말 소다석회 유리에 은, 아연 및 구리를 혼
입시키는 것을 이온교환 처리방법으로 수행하였다.6)
유리의 이온방출 능력 및 항균 활성에 대한 은-아연 및 은-구리의 이중결합 효과를
조사하였다. 화학분석 결과에서 처리 후에 은, 아연 및 구리가 유리에 혼입되었다.
방출된 은의 양은 수성 환경에서 아연 및 구리보다 더 높게 관찰되었다. 은만 부여한
유리와 비교하여 이중 부여 유리에서는 은 방출이 크게 감소되었다. 항균시험 결과에
따르면, 유리는 이온방출이 충분하고 제어된 수준의 항균활동을 나타내었다. 유리에 은아연 및 은-구리의 이중결합이 효과적인 항균활성을 나타내기 때문에 은 방출을 낮추었
으며, 이는 장기 활성에 기여한다는 것으로 생각된다.
연세대학교 산학협력단(최세영)의 공개특허는 디스플레이용 유리의 강화 또는 동시
항균처리를 위한 이온교환 방법 및 그 방법에 의해 강화 또는 동시 항균처리된 디
스플레이용 유리에 관한 것이다. 이 특허는 일반적인 이온교환에 의한 방법과 유사
하나 강화와 항균처리 방법에서 용액법이 아닌 졸이나 분말을 사용하고 있다.7)
예로 KNO3 분말을 사용하여 420-480℃에서 0-30분간 이온교환을 한다. 또는 KNO3
분말과 AgNO3 분말을 일정한 몰로 혼합하여 15분간 이온교환 시킨다. 유리 기판의
한쪽 면만 항균처리 하는 경우 KNO3, 항균용 AgNO3나 Cu(NO3)2을 졸(sol) 형태로 제
조하여 기판의 한 면에 스핀코팅하고 열처리한다. 이온교환 기구나 공정은 은 또는
구리가 거의 유사하므로 원가 면에서 AgNO3보다 Cu(NO3)2가 유리한 점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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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알칼리 알루미노 붕규산유리의 은 이온교환
3-2-1. 은 이온교환에 의한 항균유리 제조 사례8),9)
(1) N. F. Borrelli 등은 알칼리 알루미노 붕규산유리를 이용하여 은 이온교환에 의한
항균성 연구를 실시하였다. 이 유리는 코닝사의 코트 2318이다. 유리조성의 역할은 많은
Ag+를 원하는 상태로 유지하면서 유리의 응용제품에서 특성을 나타내어야 한다.
일반적으로 Ag+는 산화물 유리에서 Na+ 또는 K+과 유사하게 유리구조 수식제로 작용한
다. Ag+ 농도를 최대로 하기 위해 은이 염으로 함유된 배치를 용융시켜야 한다. 그러나 이
것은 용이한 일이 아니며, 고농도의 Ag+가 금속으로 환원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이다. 환원
된 은은 두 가지 역 효과를 나타낸다. 첫 번째는 활성 Ag+의 양을 감소시키고, 두 번째는
유리 내에서 특정 용도에 바람직하지 않게 착색이 되는 것이다.
고가의 은을 적게 사용하는 효율적이고 저렴한 방법(표면 근처의 Ag+만이 항균작용에
에 관여)은 Ag를 함유하는 알칼리를 사용하여 Ag를 이온 교환하는 것이다. 주로 은염이
용융된 조(bath)에서 시트유리를 침적시켜 이온교환을 한다. 이 경우 착색효과를 줄이고,
다양한 상업용 유리를 활용하여 추가적인 열과 기계적 특성을 향상시킬 수 있다.
이온교환을 위한 용융염의 조에는 NaNO3, KNO3와 AgNO3을 사용한다. 용융염 조의 온
도는 300-450℃에서 조정이 가능하다. 용융염 중 온도와 시간, 확산 깊이는 표준 확산
식에서 예측할 수 있다.
순수한 AgNO3 대신에 AgNO3/Alkali NO3 혼합 조를 사용하는 이유가 있다. 첫 번째는
비용이고, 두 번째는 분해에 대한 안정성이고, 세 번째는 원하는 Ag+ 농도를 제어하기
위해서다. 사용하는 알칼리 조의 선택은 특정 유리조성과 유리의 강화에 따르며, 확산
종인 Ag도 유지되어야 한다.
모든 유리 기판은 4% Semiclean KG 70℃의 용액에 12분간 침적시킨다. 초음파 세척을
3분간하고, 이어서 70℃의 증류수에서 초음파 세척을 3분간 실시한다. 그 후 기판을 80℃
의 공기 중에서 건조한다.
Ag 배열의 다양한 특성을 위해 여러 가지 측정기술이 활용된다. 이온교환 후 이온의
깊이를

측정하기

위해

EMP(Electron

Microprobe),

XPS(X-ray

Photoluminescence

Spectroscopy) 및 SIMS(Secondary Ion Mass Spectroscopy) 기술이 활용된다. ICP/MS
(Inductively Coupled Plasma / Mass Spectroscopy)를 사용하여 유리에서 일정 시간 동안에
물에 침출된 Ag의 양을 분석한다.
항균 효과를 평가하기 위해 두 가지 검사가 사용된다. 첫 번째는 JIS Z2801:2010 Test
for Antimicrobial Activity and Efficacy이고 두 번째는 EPA의 Test Method for Efficacy
of Copper Alloy Surface as a Sanitizer 규격이다.
Ag+의 농도분포는 EMP, XPS와 SIMS의 기술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그림 3-2>는 이
온농도를 나타내는 EMP 분석 그래프로, 10wt% AgNO3/90wt% KNO3 및 100wt% AgNO3
용액 조에서 350℃, 5분간 이온교환을 실시한 결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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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2> 여러 조건에서 Ag 이온의 교환에 따른 EMP 프로파일8)
<표 3-2> Ag 이온농도와 교환시간에 따른 EMP 측정8)
AgNO3 wt% in bath
0.15
0.15
0.25
0.5
1.0
2.0
5.0
10.0
50.0
100

ion exchange time(min)
20
330(5.5h)
20
20
20
20
20
10
5
5

EMP(≅50㎚), wt%
0.82
1.0
1.0
2.2
5-7
7.1-8.1
12.3-15.3
23-25
28-30
28-30

<표 3-2>은 Ag+ 조의 농도, 이온교환 시간에 대한 Ag2Owt%의 EMP 측정결과(50㎚ 깊
이)이다. 이온교환은 혼합된 AgNO3/KNO3 또는 100wt% AgNO3의 조를 사용하여 수행하였
다. 이 연구에서 이온교환에 따른 Ag의 농도를 나타낼 수 있는 모델을 수식화 하였다.
(2) C. Kosik Williams 등은 Touch screen surface warfare라는 제목으로 2014년 America
Ceramic Society Bulletin 잡지에 연구내용을 발표하였다. 은의 항균제 역할에 대한 연구는
상당히 많다. 은을 함유한 유리 항균효과는 유리 중의 은의 배열 또는 주위 환경 영향과
같은 인자 최적화에 의해 좌우된다. 즉 은이 어떻게 유리에서 지속적으로 방출되고 얼마
만큼 세균과 접촉하는가에 따라서 결정된다. 은의 살균에 대한 생화학적 작용과 함께 유
리와 세균 간의 상호작용에 관한 물리적 거동도 중요하다. 이 연구는 유리조성, 은을 유리
와 결합시키는 방법, 유리표면의 은 농도분포, 주위 온도와 상대습도 효과에 대하여 다루
고 이러한 요소들을 예측하기 위해서 개발된 정량적인 속도모델을 소개하였다.

ReSEAT 프로그램(http://www.reseat.re.kr)

q 중소기업 기술멘토링(공동기술)

8

일반적으로 Ag+는 산화물 유리에서 Na+ 또는 K+처럼 유리형성 수식제로 작용한다. Ag+
농도를 최대로 하기 위한 방법 중 하나는 고농도의 알칼리와 함께 유리를 용융시켜 Ag+
로 알칼리를 치환하는 것인데 이 경우 Ag+는 금속으로 환원되는 경향이 있어 활성화
Ag+의 양은 감소되고 유리를 착색시킨다는 단점이 있다.
은을 함유한 용융염을 사용하여 Ag+로 알칼리를 이온교환(IOX)시키는 것이 효율적이
+

다. 이온교환은 유리표면에 있는 Ag 만이 항균활동에 참여하기 때문에 비용이 낮고 착
색효과를 감소시키는 이점이 있다. 따라서 순수한 AgNO3보다는 AgNO3-알칼리질산염
(nitrate) 혼합물을 300-450℃에서 용해시키고 알칼리 알루미노 붕규산 유리를 침적시키
+

면 표면에 Ag 로 이온교환 된다. <그림 3-3>에 50wt% AgNO3-50wt% KNO3 조에서 350℃
에서 5분간 이온교환 하는 경우를 나타낸다.

<그림 3-3> 은 이온교환의 EMP 프로파일9)
은 이온에 의한 항균작용은 “표면효과”이므로 표면 Ag+ 농도(μg/cm2 또는 ions/cm2)
에 대한 정량적 정보는 항균효과를 평가하는 중요한 요소이다. 표면 아래 벌크 유리 내
에 있는 은은 표면에 있는 세균에 접근하기가 어려워 항균기능을 발휘하지 못한다.
용융염(예를 들면 xAgNO3·(1-x)MNO3, 여기서 M은 알칼리)에 있는 Ag+의 정상상태
농도와 유리 내의 Ag+ 농도 간의 관계는 단순하지 않다. 은이 리튬, 나트륨 또는 칼
륨과 이온교환이 될지는 유리 조성과 용융염 조성이 연계되어 결정되기 때문이다.
R.J. Araujo에 의해 연구된 화학 퍼텐셜 모델은 용융염 시스템에서 이온교환 모델
을 개발하기 위한 기초를 제공한다. 알칼리 알루미노 붕규산 유리에 대하여 유리
내의 은 몰분율을 용융염 내의 은 몰분율 함수로 나타낸 Araujo 모델을 사용한 결
과 이들 농도 간에는 비선형적인 관계가 있었다.10)
세균과 Ag+의 반응은 표면에서 일어나기 때문에 이들이 반응영역을 조성할 수 있
도록 하기 위해서는 액상운반체가 있어야만 한다. 이 운반체는 어디에서나 존재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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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수화층(hydrated layer)으로 유리표면에 수소결합(또는 화학흡착)과 물리흡착이
된 수층(water layer)이다.
주위환경과 평형을 유지하는 수분이 매개 역할을 하여 유리표면과 이에 인접한
Ag+가 수화층의 은과 평형상태가 되도록 한다. 따라서 은 함유 유리에서 얼마나 많
은 Ag+가 용출되어 수화층의 Ag+와 평형상태에 있는가를 분석하고 Araujo의 화학퍼
텐셜 모델을 사용함으로써 수화층의 은 농도와 유리 내의 은 농도 사이 관련성을
도출하는 것은 중요하다.

<그림 3-4> 표준 및 항균커버 유리의 대장균 생존변화
터치스크린에 사용하기 위해서는 사용 중 실시간으로 항균특성이 활성화 되어야만 한
다. 유리표면에서 항균특성을 이해하기 위해 개발된 속도모델은 유리 중에 주입된 은이
이 항균활동을 할 수 있을 것인가, 또는 어떠한 요소들이 항균효과를 제어할 수 있을 것
인가에 대하여 예측할 수 있도록 한다. 수화층의 두께를 결정하는 상대습도를 함수로 하
고 속도모델을 이용하여 항균효과를 예측한 바에 따르면 상대습도가 감소함에 따라 항균
효과는 급속히 저하된다. 또한 전자기기에 따라 항균효과가 변화할 것이므로 속도모델은
기기의 수명기간 동안에 유리 항균활성의 생애효과 예측에도 유효하게 활용될 수 있다.
이온교환에 의해 주입된 은 이온이 함유된 유리는 항균 표면을 만들어낼 수 있다. 표
면의 항균효과를 최대화시키기 위한 최적조건을 찾기 위해 Ag+와 세균 간의 반응에 기
여하는 물리적, 화학적 과정을 종합적으로 이해하는 것이 필요하다.

4. 맺음말
우리 주위에서 위생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1990년대 후반부터 높은 살균효과를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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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 재료에 대하여 많은 연구가 있었다. 특히 광범위하게 적용할 수 있는 항균제로써 널
리 알려진 은(silver)은 가정용 소독 스프레이, 공기와 표면살균을 위해 의료기기 등에
항균코팅을 통해 의료 및 소비재에 점점 더 많이 사용되고 있는 추세이다. 이 리포트에
서는 주로 디스플레이용 유리의 이온교환에 의한 강화와 항균처리에 대해 설명하였다.
근래 스마트폰, 태블릿 PC 등 수많은 전자기기에 키보드를 사용하지 않고 화면에 나타
난 문자나 특정위치에 사람의 손을 이용하는 터치스크린(touch screen) 사용이 급속하게
증가하고 있다. 터치스크린용 강화유리는 미국의 코닝, 일본의 아사히유리, 독일의 쇼트
가 세계 시장을 주도하고 있다.
터치스크린용 유리를 화학적으로 강화하기 위하여 유리 내부의 알칼리 이온을 다른 알
칼리 이온으로 변환하는 이온교환 기술을 사용하고 있다. 근년에 이 기술을 사용하여
유리 표면 가까이에 있는 Na+와 같은 알칼리를 Ag+로 치환하여 항균기능을 갖도록 하는
기술이 개발되어 상품화되고 있다. 대부분 유리강화와 항균처리를 한 번에 실시하여 공
정을 단순화하고 있다.
사용하는 유리는 높은 강도가 요구되는 스마트폰 등에는 알칼리 알루미노 붕규산유리
를 사용하며, 일반적인 분야에는 소다석회유리가 이용된다. 강화와 항균처리 기술은 잘
알려져 있어, 유리조성에 따른 공정만 조정하면 제조가 가능하다.
일반적으로 처리공정은 용융염을 이용하는 습식방법이나, 건식이나 코팅에 의한 방법
도 발표가 되고 있다. 또한 은이 고가라 이를 대체할 수 있는 아연 나노입자를 활용하
는 연구도 발표되고 있어, 제조업체는 관심을 가질 만한 방법이다.
국내에서 대부분의 항균성 유리 제조는 AgNO3 용융염의 저온 이온교환법에 의해 Ag
이온을 유리표면에 분산되게 하여 생체재료로도 응용되었다. 근래 생체유리의 다양한
유리조성에 Ag 이온교환뿐만 아니라 Ag, Zn, Sr, Mg 또는 Cu 등의 나노입자의 첨가로
생체재료 응용연구 개발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어 생체용 항균유리에도 연구가 진
행되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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