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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에서는 질산은 용액을 감마선 조사에 의하여 은나노 입자를 제조한 후, 이것을 활성탄과 혼합하여 은/활성탄 복합체
를 제조하여 대장균에 대한 항균특성을 조사하였다. 제조된 은/활성탄 복합체의 특성은 주사전자현미경, X-선 회절법 그리
고 원자흡수분광법에 의해 알아보았다. 은/활성탄 복합체의 대장균에 대한 억제농도는 0.387 ppm으로 나타났으며 대장균에 
대한 사멸농도는 1.017 ppm이었다. 이 결과로 은/활성탄 복합체의 대장균에 대한 우수한 항균효과를 확인할 수 있었다.

In present work, the anti-bacterial effect of silver/activated carbon (Ag/C) composites prepared by the γ-irradiation of AgNO3

solution on Escherichia coli (E. coli) has been studied. Characteristics of the Ag/C composites were identified by scanning 
electron microscopy (SEM), X-ray diffraction (XRD) and atomic absorption spectroscopy (AAS). The inhibitory concentration 
of E. coli was found to be 0.387 ppm and the sterilizing concentration for the tested organism was 1.017 ppm. These results 
support the evidence that Ag/C composites have strong antibacterial activity to E. col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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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1)

  활성탄은 각종 유기물이나 무기물로 이루어진 오염원뿐만 아니라 

세균 및 미생물로 오염된 기체나 액체 등이 활성탄소 층을 통과할 때 

오염물질들이 각 활성탄소의 표면에 흡착하게 되는데 이러한 흡착현

상에 대한 흡착력의 세기는 활성탄소의 표면적, 입자크기 그리고 표

면에너지 등에 의해서 결정된다고 보고되고 있다[1-3]. 최근에 들어 

활성탄소에 흡착된 오염물질 중에서 여러 가지 세균 및 미생물들에 

의해 활성탄의 2차 오염을 유발시키는 것과 관련하여 이에 대한 항균 

처리에 대한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특히 인간의 생활환경에

서 자주 발생하는 곰팡이, 박테리아, 바이러스 등의 미생물 감염을 막

기 위한 연구에 있어서 은(Ag) 또는 은이온(Ag+)의 강력한 항균특성

은 오래전부터 알려져 있었다[4]. 은 또는 은이온의 항균메커니즘에 

대한 연구보고서에 의하면 여러 가지 미생물들에 존재하는 티올기

(thiol group), 아미노기(amino group), 이미다졸기(imidazole group) 그
리고 카복실레이트기(carboxylate group) 등은 모두가 비공유전자(lone 
pair electron)를 가진 원자단들로서 이들 작용기는 은 또는 은이온과 

잘 결합하게 된다. 이들 원자단에 은이나 은이온이 결합함으로써 박

테리아나 미생물들의 호흡과정이나 전자전달과정을 방해하여 이러한 

미생물들은 호흡기 및 대사 장해로 인하여 사멸되는 것으로 보고되고 

† 교신저자 (e-mail: menhole@ync.ac.kr)

있다[5-9]. 따라서 은 원자는 활성탄의 항균성 도입에 이용할 수 있는 

매우 적합한 원소이며 최근까지도 매우 활발히 연구되고 있으며 의료

용에 많이 응용되고 있는 대표적인 원소 중의 하나이다[10-12]. 또한, 
최근 나노기술의 발전과 더불어 은나노 입자를 이용한 복합체의 연구

가 여러 분야에서 활발히 진행되고 있는데 이러한 사회적 경향은 top 
down 방식의 한계를 인지한 연구자들이 bottom up 방식으로 점차 그 

연구 방향을 전환하여 나노 스케일에서 나타나는 독특한 물리적 화학

적 특성을 이용하여 top down 방식으로서는 실현 불가능했던 물성을 

만들어 나가고자 하는 노력의 일환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기존의 금

속 은이 가진 물리적⋅화학적 특성 및 항균특성을 보다 광범위한 분

야에서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은나노 입자를 응용한 복합제품

들이 최근 많이 등장하고 있다. 특히 질산은이나 염화은 수용액을 여

러 가지 농도에 따라 처리하여 항균특성을 조사한 연구는 많이 보고

되고 있으나 은나노 입자를 활성탄에 처리하여 용출되어 나오는 은의 

농도에 따른 항균특성에 관한 연구는 아직까지 체계적으로 연구된 바 

없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은나노 입자와 활성탄을 이용하

여 은/활성탄 복합체를 제조하여 표면의 미세구조 및 수중에 용출되

는 은의 양과 대장균에 대한 항균특성을 조사해 보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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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실    험

  2.1. 은/활성탄 복합체의 제조 및 물성분석

  0.1 M AgNO3 수용액 500 mL를 제조한 다음 여기에 안정제로 poly 
(N-vinyl-2-pyrrolidone) [PVP, Mw = 10000]을 5% 농도로 isopropyl 
alcohol에 녹여 전체 부피가 500 mL가 되게 한다. 두 용액을 혼합한 

후 아르곤(Ar)가스를 30 min 동안 주입시켜 용액 중의 산소를 제거한

다. 60Co γ-ray source를 20 KGy로 처리하여 은나노 용액을 제조하였

다. 제조된 은나노 용액은 UV-vis 분광계(Beckmann, DU7500)를 이용

하여 환원된 은의 흡수곡선을 측정하였다. 또한, 본 연구에 사용된 활

성탄은 (주)동양탄소에서 생산되는 분말상 활성탄(100 mesh) 100 g에 

은나노 용액 100 mL를 혼합하여 회전증발기에 넣고 80 ℃, 2 h 동안 

반응시킨 다음 진공건조기에서 120 ℃, 24 h 동안 완전히 건조시킨 다

음 400 ℃로 1 h 동안 열처리하여 은/활성탄 복합체에 포함된 은의 최

종 농도가 0.025 M (4246.8 ppm)이 되도록 하여 물성 및 항균특성 분

석에 사용하였다. 은/활성탄 복합체 중 수중에 용출되어 나오는 은의 

용출량을 측정하기 위하여 제조된 은/활성탄 복합체 0.20, 0.50, 1.00 
그리고 2.00 g을 3차 증류수 50 mL에 혼합한 다음 shaking incubator
에서 37 ℃, 130 rpm의 조건으로 24 h 동안 용출시킨 다음 용출액을 

회수한 다음 1회 용출하고 남은 은/활성탄 복합체를 진공건조기에서 

건조시킨 다음 다시 같은 조건에서 2회 용출하여 원자흡수분광기

(Varian, SpectraAA-200HT)를 이용하여 정량하고 그 용출된 은이온의 

농도를 비교 분석하였다. 또한, 은나노 용액으로 처리된 은/활성탄 복

합체 표면의 미세구조는 주사전자현미경(SEM, Hitachi, S-4200)을 이

용하여 특성을 관찰하였다. 은/활성탄 복합체 표면에 함유된 은 입자

의 존재 유무와 입자 크기를 확인하기 위하여 CuKα선의 X-선 회절분

석기(Philips, X’Pert APD)를 이용하였다.

  2.2. 은/활성탄 복합체의 항균특성분석

  은/활성탄 복합체의 항균특성은 첫번째 은/활성탄 복합체와 두번째 

은/활성탄 복합체의 추출액을 이용하여 조사하였다. 첫번째로 은/활성

탄 복합체의 항균특성 실험은 영양배지와 튜브를 각각 가압증기멸균

을 시행한 다음 멸균된 튜브에 은/활성탄 복합체를 각각 0.20, 0.50, 
1.00 그리고 2.00 g을 넣고 영양배지를 5 mL씩 분주하여 24 h 배양한 

균액은 630 nm에서 흡광도가 0.2가 되도록 희석한 다음 다시 50000
배로 희석해서 멸균된 튜브에 20 µL 접종한다. shaking incubator에서 

37 ℃, 130 rpm의 조건으로 24 h 배양 후 균의 증식 유무를 육안판정 

하였다. 두번째로 은/활성탄 복합체의 추출액을 이용한 항균특성 실험

은 은/활성탄 복합체를 각각 0.20, 0.50, 1.00 그리고 2.00 g을 멸균된 

증류수 5 mL에 각각 넣은 후 shaking incubator에서 37 ℃, 130 rpm의 

조건으로 24 h 동안 정치시킨다. 이렇게 얻어진 은/활성탄 복합체의 

은이온 추출액을 이용하여 영양액체배지를 만든 다음 5 mL씩 시험관

에 분주한 후 멸균 시키고 24 h 동안 배양한 균액은 630 nm에서 흡광

도가 0.2가 되도록 희석한 다음 다시 50000배로 희석하여 영양액체배

지에 20 µL를 접종한다. shaking incubator에서 37 ℃, 130 rpm의 조건

으로 24 h 배양 후 균의 증식 유무를 육안판정 하였다. 또한, 최종적으

로 균집락(colony)을 count 하기 위하여 활성탄과 은/활성탄 복합체 

2.00 g을 5 mL에 각각 넣은 후 shaking incubator에서 37 ℃, 130 rpm
의 조건으로 24 h 동안 처리한 용액을 이용하여 고형의 영양한천배지

를 제조한 다음 여기에 배양균 원액 100 µL 떨어뜨린 후 shaking in-
cubator에서 37 ℃, 130 rpm의 조건으로 24 h 도말 배양을 실시한 후 

균집락(colony)을 계량화 하였다.

Figure 1. UV-visible absorption spectrum of silver nano solution.

3. 결과 및 고찰 

  3.1. 은나노 용액의 특성

  은나노 용액의 UV 흡수특성을 알아보기 위하여 제조된 은나노 용

액을 3차 증류수를 이용하여 10-2 M의 농도로 희석하여 UV-vis 분광

계로 측정하여 그 흡수곡선을 Figure 1에 나타내었다. Figure 1에 나타

낸 바와 같이 은나노 용액의 최대흡수 파장은 396 nm로 나타났으며 

이 결과는 전형적인 나노미터 크기를 가지는 은 입자가 나타내는 흡

수파장으로 은나노 입자의 제조과정에서 은나노 입자의 크기에 따라

서 최대흡수 파장의 화학적 이동(chemical shift)이 일어난다고 보고하

고 있다. 즉, 은나노 입자의 크기가 작을수록 최대흡수파장이 단파장 

이동(blue shift)이 일어나게 되며 이와 반대로 은나노 입자의 크기가 

커질수록 장파장 이동(red shift)이 일어나게 된다[13,14]. 따라서 이 

결과는 감마선 조사에 의해 제조된 은나노 용액에 나노 크기의 은 입

자가 존재한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감마선 조사에 의한 

은 이온의 환원메커니즘은 질산은 수용액에 γ-ray를 조사하게 되면 

수용액 중의 물 분자는 Ag+ 이온에 의하여 광산화가 일어나면서 Ag+ 
이온은 Ag0으로 되고 물 분자는 H+이온과 ⋅OH 라디칼로 전환된다. 
이때 Ag0은 빠른 속도로 응집이 일어나게 된다[15,16]. 이러한 Ag0의 

응집을 방지하기 위하여 안정제를 첨가하게 되는데 본 실험에서는 

PVP를 안정제로 사용하였다. PVP에 의한 Ag0의 안정화과정은 PVP
에 있는 카보닐 그룹에 Ag0가 정전기적 인력으로 결합하여 다른 Ag0

입자가 결합하지 못하도록 하여 Ag0의 입자가 더 큰 입자로 응집되는 

것을 방해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17]. Scheme I과 Scheme II에 γ- 
ray에 의한 Ag+ 이온의 환원과정과 은 나노입자에 대한 PVP의 안정

화 역할을 각각 간단히 요약하여 나타내었다.

  3.2. 은/활성탄 복합체의 미세구조 및 X-선 회절 특성

  Figure 2는 은/활성탄 복합체와 처리하지 않은 분말상 활성탄의 표

면상태 변화를 알아보기 위하여 각각의 시료에 대한 주사전자현미경 

사진을 나타내었다. Figure 2에 나타난 바와 같이 은/활성탄 복합체의 

경우에서는 활성탄 표면에 200∼400 nm 크기의 은 입자들이 분포되

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주사전자현미경 상에 나타난 은 입

자와 크기를 정확히 확인하기 위하여 X-선 회절 분석결과를 Figure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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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b)

Figure 2. SEM images of (a) pure activated carbon and (b) Ag/ 
activated carbon composites.

에 나타내었다. Figure 3(b)에 의하면 은/활성탄 복합체의 경우 2θ = 
38.1°, 44.2°, 64.4° 그리고 77.4° 각각 Ag (111), Ag (200), Ag (220) 
그리고 Ag (311)의 회절패턴이 뚜렷하게 나타났으며 이 결과는 

Figure 2(b)에 나타난 흰색 입자들이 은 원자임을 확인시켜주는 결과

이다. 또한 은 입자의 크기는 일반적으로 Scherrer’s 식 (D = Kγ/β
cosθ)을 이용하여 계산할 수 있다[18,19]. 여기서 D는 계산된 입자의 

크기를 나타내며 K는 상수로 0.9, γ는 측정에 사용된 X-선의 파장으

로 본 실험에서는 0.541 nm이며, β는 회절선의 full width at half- 
maximum (FWHM)으로 0.08이다. 또한 θ는 측정된 hkl 밴드의 Brag 
angle을 나타낸다. 따라서 은/활성탄 복합체에 포함된 은 입자의 크기

를 Scherrer’s 식을 이용하여 계산해 본 결과 185.5 nm의 크기의 은나

노 입자가 포함되어 있음을 알 수 있었다.

  3.3. 은/활성탄 복합체의 은이온 용출량과 항균특성

  순수한 활성탄과 은/활성탄 복합체의 항균특성을 알아보기 위하여 

증류수에 용출된 은이온의 용출량과 대장균 실험을 통한 항균도 검사 

결과를 비교하여 Table 1, Table 2 그리고 Table 3에 각각 나타내었다. 
Table 1의 결과에 의하면 순수한 활성탄의 경우 대장균에 대하여 전

혀 항균효과를 나타내지 못한 반면, Table 2의 경우는 은/활성탄 복합

체를 1회 용출하여 얻은 용액을 이용하여 원자흡수분광법과 대장균에 

Figure 3. X-ray diffraction profiles of the (a) pure activated carbon and 
(b) Ag/activated carbon composites.

Table 1. Effect of Pure Activated Carbon in Water on the Destruction 
of E. coli

 Activated carbon
(g)

aConcentration of Ag
(ppm) Colony count

0.20 N.D. 5.9 × 107

0.50 N.D. 7.0 × 107

1.00 N.D. 8.9 × 107

2.00 N.D. 4.3 × 107

a N.D. = Not Detected

Table 2. Effect of Ag Concentration in Water on Destruction of E. coli 
in the Initial Stage

Ag/C composites
(g)

Concentration of Ag
(ppm) Colony count

0.20 0.138 5.0 × 107

0.50 0.711 2.5 × 103

1.00 2.053 0.00

2.00 3.463 0.00

대한 항균도 실험결과를 나타낸 것이다. 또한 Table 3의 경우는 1회 

용출을 시행한 은/활성탄 복합체를 다시 건조한 후 2회 용출을 시행한 

다음 원자흡수분광법과 대장균에 대한 항균도 실험결과를 나타낸 것

이다. 1회 용출액과 비교해 보면 은의 농도가 약 50% 정도 감소된 것

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이 결과에 따르면 대장균에 대한 은의 억제농

도는 약 0.387 ppm으로 나타났으며, 사멸농도는 약 1.017 ppm으로 나

타났다. 또한 전반적으로 은/활성탄 복합체의 사용량과 은의 용출량은 

비례관계를 유지하였으며 용출된 은의 농도가 증가함에 따라 대장균

에 대한 항균특성이 증대됨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와 같은 결과는 서

론에서 언급한 은의 항균메커니즘을 뒷받침하는 결과라 할 수 있다.  
Figure 4는 대장균에 대한 사멸농도 범위인 은/활성탄 복합체 1.0 g을 



399은나노 입자가 첨착된 활성탄의 항균특성에 관한 연구

J. Korean Ind. Eng. Chem., Vol. 18, No. 4, 2007

Table 3. Effect of Ag Concentration in Water on Destruction of E. coli 
for the Sample of Ag/C Dried Composite after Treating in Initial Stage

Ag/C composites
(g)

Concentration of Ag
(ppm) Colony count

0.20 0.057 2.5 × 105

0.50 0.387 4.3 × 104

1.00 1.017 0.00

2.00 1.463 0.00

              (a)                           (b)

Figure 4. Antibacterial activity of (a) blank and (b) Ag/activated 
carbon solution by spreading plate culture method.

Ag+ + H2O → Ag0 + H+ + ⋅OH
n(H2O) → (Ag0)n, ...........

Scheme 1. Reduction mechanism of Ag+ ion by γ-irradiation.

N
CH][CH2

O  Ag NO

CH][CH2

Scheme 2. Stabilization of Ag0 by PVP.

증류수 5 mL에 혼합한 다음 shaking incubator에서 37 ℃, 130 rpm의 

조건으로 24 h 동안 용출시킨 다음 도말배양(spreading plate culture)
을 수행하여 사멸 농도가 1.017 ppm인 것을 확인한 결과를 나타내었

다. Table 3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Figure 4(b)의 경우 대장균이 전혀 

자라지 못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4. 결    론

  본 연구에서는 은나노 용액을 이용하여 은/활성탄 복합체를 제조한 

복합체 표면의 미세구조를 주사전자현미경을 통하여 복합체 표면에 

약 200∼400 nm크기의 은나노 입자들이 분포되어 있는 것을 알 수 

있었으며 또한 X-선 회절법을 이용하여 은나노 입자의 특성 회절패턴

을 확인할 수 있었으며 Scherrer’s 식을 이용하여 계산된 은나노 입자

의 크기는 185.5 nm로 나타났다. 또한 은/활성탄 복합체의 물에 대한 

은이온의 용출량과 항균특성을 대장균을 이용하여 비교 분석해 본 결

과 대장균에 대한 은의 억제 농도는 0.387 ppm으로 나타났으며 1.017 
ppm 이상의 농도에서 대장균은 대부분 사멸되었다. 따라서 본 연구에

서 제조된 은/활성탄 복합체의 경우 대장균에 대해서 매우 우수한 항

균특성을 나타낸다는 사실을 알 수 있었으며, 일반세균 및 대장균군

의 세균이 발생가능한 정수기용 필터나 공기필터제품에 항균필터로

서의 사용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었으며, 차후 화장품이나 다양한 분

야의 적용을 위하여 다른 균주에 대한 항균특성 및 공기접촉에 따른 

산화 및 pH 변화에 따른 항균특성 변화에 관련된 연구가 필요할 것으

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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