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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aim of this study was to develop a simple, environmentally friendly synthesis of silver nano-
particles (SNPs) without the use of chemical reducing agents by exploiting the extracellular synthesis 
of SNPs in a culture supernatant of Bacillus thuringiensis CH3. Addition of 5 mM AgNO3 to the culture 
supernatant at a ratio of 1:1 caused a change in the maximum absorbance at 418 nm corresponding 
to the surface plasmon resonance of the SNPs. Synthesis of SNPs occurred within 8 hr and reached 
a maximum at 40-48 hr. The structural characteristics of the synthesized SNPs were investigated by 
various instrumental analysis. FESEM observations showed the formation of well-dispersed spherical 
SNPs, and the presence of silver was confirmed by EDS analysis. The X-ray diffraction spectrum in-
dicated that the SNPs had a face-centered cubic crystal lattice. The average SNP size, calculated using 
DLS, was about 51.3 nm and ranged from 19 to 110 nm. The synthesized SNPs exhibited a broad 
spectrum of antimicrobial activity against a variety of pathogenic Gram-positive and Gram-negative 
bacteria and yeasts. The highest antimicrobial activity was observed against C. albicans, a human 
pathogenic yeast. The FESEM observations determined that the antimicrobial activity of the SNPs was 
due to destruction of the cell surface, cytoplasmic leakage, and finally cell lysis. This study suggests 
that B. thuringiensis CH3 is a potential candidate for efficient synthesis of SNPs, and that these SNPs 
have potential uses in a variety of pharmaceutical applica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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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일반적으로 100 nm 이하의 초미세입자를 나노입자라고 하

는데, μm 크기 이상의 입자가 나노화되면 원재료의 모양, 물리

적, 기계적, 광학적, 전자기적 성질 등이 크게 변하여 새로운 

특성을 나타낸다. 이러한 특성은 촉매, 제약, 전자, 세포 이미

징, 바이오센서, 약물 전달 및 수 처리를 포함한 다양한 산업에 

응용이 가능하다[19]. 일반적으로 나노입자는 물리화학적 방

법에 의하여 합성되는데, 이 방법은 에너지 요구량이 높고, 

비용이 많이 들며, 종종 비극성 용액에서 반응이 진행되므로 

의학적 응용을 곤란하게 한다[6]. 또한 독성이 높은 용매(환원

제와 안정제)를 사용하고, 그에 따른 유독 부산물이 배출되므

로 사람과 환경에 주는 부정적인 영향을 최소화하고, 다양한 

산업분야로의 응용을 위해서는 무독성 물질을 이용한 경제적

이고, 환경친화적인 합성법이 필요함을 알 수 있다[22]. 이를 

극복하기 위해 최근 미생물[4, 12, 27]과 식물[14, 16]을 이용한 

나노입자 합성에 대한 연구가 시도되어 왔고, 이 방법은 실온

과 대기압 하에서 반응이 진행되므로 에너지를 절약할 수 있

을 뿐만 아니라 환경친화적, 생체적합성이 뛰어난 나노입자를 

합성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12]. 생물학적 나노입자의 합성 

메카니즘은 아직 정확하게 규명된 것은 아니지만 생물체가 

생산하는 단백질, 다당 등의 biomolecule이나 환원효소가 이

온의 나노입자로의 전환에 관여할 것이라고 추정되고 있다

[12].

나노입자 가운데 은 나노입자는 의약에서부터 전자분야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분야에서 응용되고 있다. 이들은 상처 치

료제, 치과용 임플란트, 분자표지용(molecular labelling) 촉매, 

광학 수용체로 사용된다[28]. 특히, 은 나노입자는 인체 병원균

에 의한 감염성 질병을 치료하고, 항생제 내성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효과적인 항균제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21]. 은 나노입

자 합성에 사용되는 생물가운데 미생물은 다양한 성질, 환경 

적응능이 뛰어나 가장 효율적인 생물 촉매임이 증명되었다[4, 

27]. 미생물학적 방법은 은 나노입자가 합성되는 장소에 따라 

세포내(intracellular) 및 세포외(extracellular) 합성으로 구분

할 수 있다. 세포내 합성은 은 나노입자 회수를 위하여 세포벽 

파괴과정이 필요하지만 세포외 합성은 이러한 추가적인 조작

이 필요하지 않다[9]. 세포외 합성법의 또 다른 장점은 세포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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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분비된 각종 생체 분자가 은 나노입자를 안정화시킬 뿐만 

아니라 생산량을 증가시킬 수 있다는 것이다[7]. 한편, 1 mM 

이상의 은(Ag) 이온은 세포에 독성을 나타내므로 생세포를 

이용하여 은 나노입자를 합성하는데 한계가 있다[13]. 그러나 

이 문제는 무세포 배양상등액(cell-free culture supernatant)을 

사용함으로써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현재 미생물 

세포를 이용하여 은 나노입자를 합성한 보고는 많지만 배양상

등액을 이용한 합성법은 많이 알려져 있지 않다.

본 연구에서는 환경친화적 은 나노입자 합성법을 개발하기 

위하여 Bacillus thuringiensis CH3의 배양상등액을 이용하여 

은 나노입자 합성 가능성을 조사한 후, 합성된 나노입자의 구

조적 특성 및 항균작용을 확인하였다.

재료  방법

사용균주  배양조건

은 나노입자 합성에 사용된 균주는 가금류 폐기물로부터 

분리 및 동정된 B. thuringiensis CH3이었다[15]. 균주의 보존, 

전배양 및 은 나노입자 합성을 위한 배지는 nutrient broth 

(peptone 1%, beef extract 1%, NaCl 0.5%, pH 7)이었다. 전배

양은 50 ml의 nutrient broth가 함유된 250-ml 용량의 삼각 

플라스크에 평판배지에서 보존중인 균주 한 백금이를 접종하

여 30℃, 200 rpm에서 24시간 동안 배양하였다. 전배양액 2% 

(v/v)를 다시 nutrient broth에서 접종하여 상기와 동일한 조

건에서 배양하였다. 배양액을 10,000 g에서 15분동안 원심분

리한 후, 상등액을 은 나노입자 합성에 사용하였다.

은 나노입자 합성

은 나노입자 합성을 위해 5 mM AgNO3 용액 50 ml를 배양

상등액 50 ml와 혼합한 후, 30℃, 암실에서 48시간 동안 반응시

켰다. 은 나노입자의 합성유무는 반응액의 색깔 변화에 의하

여 확인하였다. 또한 반응액을 일정 시간 간격으로 채취하여, 

흡광도를 측정함으로써 은 나노입자 고유의 파장을 확인하였

다. 대조군으로 배양상등액 및 5 mM AgNO3를 사용하였다. 

한편, 은 나노입자의 합성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를 조사하기 

위하여 각 온도(20-55℃) 및 각 pH (4-9.5)로 조정된 실험구를 

40시간 동안 반응시킨 후, 나노입자의 합성능을 418 nm에서 

측정하였다. 합성된 은 나노입자는 4주 동안 실온에 방치함으

로써 안정성을 조사하였다[3].

은 나노입자의 구조  특성 조사

반응액을 12,000 g에서 30분 동안 원심분리하여 침전된 은 

나노입자를 회수한 후, 과량의 은 이온 및 반응액에 존재하는 

배지성분을 제거하기 위하여 탈이온수로 3번 세척하였다. 반

응액의 은 나노입자 존재여부는 분광광도계(Pharmacia Bio-

tech, Ultrospec 4000)를 사용하여 300~600 nm 영역의 흡수스

펙트럼을 조사하여 확인하였다. 은 나노입자의 형태적 특성은 

field emission scanning electron microscopy (FESEM) (Carl 

Zeiss, SUPRA 40VP) 및 transmission electron microscopy 

(TEM, Tecnai 12, FEI)를 사용하여 관찰하였다. 은 나노입자의 

X선 회절(PANalytical, Empyrean series 2) 분석은 CuKα ra-

diation (λ = 0.154 nm)에 의한 반사식 측정법을 사용하여 2θ 

= 20-80°에서 10°/min의 스캐닝 속도로 실시하였다. 은 나노

입자의 원소분석은 energy-dispersive spectroscopy (EDS)를 

이용하여 수행하였으며, 평균 크기, 크기 분포(size dis-

tribution) 및 제타 전위는 Zeta-sizer (Malvern Instruments, 

ZS nano)를 사용하여 dynamic light scattering (DLS)으로 측

정하였다. 

  

은 나노입자의 항균 활성 조사

은 나노입자의 항균 활성은 agar well-diffusion method 

[11]를 이용하여 조사하였다. 실험에 사용된 병원성 미생물은 

그람음성 세균(Escherichia coli KCCM40880, Klebisiella pneu-

moniae ATCC13883, Proteus vulgaris ATCC13315, Salmonella 

choleraesuis ATCC6994 및 Vibrio cholerae KCTC2715), 그람양

성 세균(Listeria monocytogenes KCCM40307, Staphylococcus 

aureus ATCC6538) 및 효모(Candida albicans IFO 1385)이었다. 

피검균주를 nutrient broth에 접종하여 37℃, 200 rpm에서 24

시간 동안 배양하였다. 각 배양액 100 µl를 Muller-Hinton 평

판배지에 도말한 후, 직경 5 mm의 코르크 천공기를 사용하여 

well을 만들었다. Well에 50 μg의 은 나노입자가 함유된 멸균

수 100 μl를 분주하고, 37℃에서 24시간 동안 배양한 후, 생육

저지대인 투명환의 직경을 측정하였다. 또한 FESEM을 이용하

여 은 나노입자가 처리된 미생물의 구조적 변화를 관찰하였다.

결과  고찰

은 나노입자 합성

화학 환원제를 사용하지 않고 B. thuringiensis CH3의 배양

상등액을 이용하여 은 나노입자의 세포외 합성을 조사하였다. 

Fig. 1A에서 보는 바와 같이 반응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반응액

의 색깔이 담황색에서 은 나노입자 고유의 암갈색으로 변함을 

알 수 있었다. 은 이온이 나노입자로 전환되면 표면 플라스몬 

공명 진동(surface plasmon resonance vibration)의 여기현상

이 발생하고, 결과적으로 380-450 nm 영역의 광선을 흡수함으

로써 갈색으로의 색깔 변화가 발생한다고 알려져 있다[1, 13]. 

동일한 조건에서 반응시킨 대조군에서는 색깔 변화가 관찰되

지 않았다. 또한, 은 나노입자의 합성을 UV-Vis 스펙트럼 분석

에 의해 재확인한 바, Fig. 1B에서 보는 바와 같이 418 nm에서 

은 나노입자 특유의 강력한 흡수피크가 관찰되었으며, 피크의 

강도는 반응시간에 비례하여 강해져 40-48시간에 최대를 나타

내었다. 이 결과들은 실험균주의 배양상등액에 의하여 은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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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 Color change (A) and UV—Vis spectrum (B) of culture supernatant of B. thuringiensis CH3 in a time-dependent manner.

Fig. 2. Influence of temperature (A) and pH (C) on synthesis of silver nanoparticles. Spectra (B) and (D) show the synthesis of 

silver nanoparticles at 40℃ and pH 8.5, respectively.

노입자가 성공적으로 합성되었음을 의미한다[7, 9, 14, 21, 28]. 

한편, 구형의 은 나노입자는 약 420 nm에서 한 개의 흡수피크

를 나타낸다고 보고되었다[17]. 본 실험에서 반응액의 흡수피

크는 한 개가 나타났으므로 실험균주에 의하여 합성된 은 나

노입자는 구형임을 알 수 있었으며, 이 결과는 아래의 전자현

미경 관찰 결과에 의하여 확인되었다.

미생물을 이용하여 은 나노입자를 합성하는데 요구되는 반

응시간은 Aspergillus flavus는 72시간[12], Streptomyces sp. 

VITSJK는 7일[27]로 보고되었다. 따라서 본 실험균주는 이들 

미생물보다 짧은 시간에 은 나노입자를 합성할 수 있음을 알 

수 있었다. 그러나 Lactobacillus mindensis는 7시간[4], Bacillus 

sp. GP-23 [9] 및 Morganella sp. [21]는 24시간만에 은 나노입자

를 합성할 수 있다고 보고되었다. 

반응 온도 및 반응 pH는 나노입자의 합성을 최대화하기 

위한 가장 중요한 요인인 것으로 보고되었다[4, 8]. 먼저 은 

나노입자 합성에 대한 온도의 영향을 조사한 결과, 40-45℃까

지 온도 증가에 비례하여 은 나노입자의 합성능이 증가하였으

나 그 이상의 온도에서는 저해됨을 알 수 있었다(Fig. 2A, Fig. 

2B). 이 결과는 은 나노입자의 합성, 즉 Ag+ 이온의 환원에 

관여하는 biomolecule의 활성에 온도가 영향을 미쳤음을 시사

한다. 은 나노입자 합성에 대한 pH의 영향을 조사한 결과는 

Fig. 2C, D에서 보는 바와 같이 pH 7-9.5에서 비교적 많은 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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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 FESEM (A), TEM (B) images and EDS spectrum of silver nanoparticle synthesized by culture supernatant of Bacillus thuringiensis 

CH3. 

Fig. 4. X-ray diffraction pattern of silver nanoparticle synthe-

sized by culture supernatant of Bacillus thuringiensis 

CH3. 

나노입자가 합성되었으나(최적 pH=8.5) 산성 영역에서는 합

성능이 매우 낮았다. 이전의 연구에 따르면 알칼리 환경일수

록 음전하를 띠는 결합 부위에 대해 H+ 이온과 Ag+ 이온간의 

더 많은 경쟁이 일어나고, 결과적으로 은 나노입자의 합성이 

유리하다고 하였다[25]. 또한, 산성 용액은 음으로 하전된 결합 

부위에 대해 Ag+ 이온과 경쟁하는 H+ 이온을 함유하며, 이것

은 은 나노입자의 합성을 억제하는 것으로 보고되었다[20]. 한

편, 합성된 은 나노입자 현탁액의 안정성을 관찰하기 위해 4주 

동안 실온에 방치한 결과, 입자들의 과도한 응집없이 안정한 

것으로 나타났다(미제시).

은 나노입자의 구조  특성

FESEM을 이용하여 합성된 나노입자의 형태를 관찰한 결

과, 구형의 은 나노입자가 cluster를 이루고 있음을 알 수 있었

다(Fig. 3A). 나노 cluster는 전자현미경 관찰을 위한 건조과정

에서 입자가 부분적으로 응집되고, 그 표면에 미생물이 세포 

밖으로 분비한 biomolecule이 결합함으로써 형성된다고 알려

져 있다[3]. 본 실험과 비슷한 결과가 Bacillus licheniformis에 

의하여 합성된 은 나노입자에서 보고되었다[13]. TEM 관찰 

역시 합성된 은 나노입자는 50 nm 내외의 구형 또는 구형에 

가까운 모양을 가지고 있으며, 표면이 매끄럽고, 비교적 잘 

분산되어 있음을 보여주었다(Fig. 3B). 또한 은 나노입자의 가

장자리가 중앙보다 밝음을 알 수 있었는데, 이것은 나노입자

의 표면에 단백질 등의 biomolecule이 결합되어 있음을 나타

낸다[7, 21]. 결과적으로 실험균주에 의한 은 나노입자의 합성

과 안정화는 본 균주가 생성한 biomolecule과 밀접한 관계가 

있을 것으로 추정되었다. 합성된 나노입자의 원소 조성을 EDS

를 이용하여 조사한 결과, 합성된 나노입자는 3 keV에서 흡수

피크를 보임에 따라 은 나노입자가 성공적으로 합성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Fig. 3C).

실험균주에 의하여 합성된 은 나노입자의 결정학적 특성을 

조사하기 위하여 X선 회절분석을 실시한 결과, 면심 입방구조

(face-centered cubic structure)의 (111), (200), (220) 및 (311) 

격자면에 해당하는 37.9°, 45.3°, 66.5° 및 77.2°의 2θ에서 4개의 

강한 피크가 나타났으며(Fig. 4), 이 결과는 다양한 문헌[9, 12, 

21]에서 보고된 은 나노입자의 Braggs’s reflection과 일치하였

다. 따라서 X선 회절분석을 통하여 실험균주에 의한 은 나노입

자의 합성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었다.  

나노입자의 평균 크기, 크기 분포는 입자의 포화 용해도, 

물리적 안정성 및 생물학적 기능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인

자이다[24]. 먼저, 합성된 은 나노입자의 평균 크기와 크기 분

포를 DLS에 의하여 측정하였다. Fig. 5A에서 보는 바와 같이 

합성된 은 나노입자의 평균 크기는 약 51.3 nm였으며, 크기 

분포는 19-110 nm 범위에 있었다. DLS에 의해 관찰된 은 나노

입자의 크기는 TEM 결과와 거의 일치하였다. 다양한 미생물

에 의하여 합성된 은 나노입자의 크기가 보고되었는데, A. fla-

vus는 17±5.9 nm [12], Streptomyces sp. VITSJK는 35.2 nm [27], 

L. mindensis는 2-20 nm [4], Bacillus sp. GP-23는 7-21 nm [9], 

Morganella sp.는 20±5 nm [21], Aspergillus niger는 20 nm [7]

의 은 나노입자를 합성하였다. 따라서, 본 실험균주는 이들보

다 다소 큰 크기의 나노입자를 합성하였음을 알 수 있었다. 

나노입자는 크기가 작을수록 의학적 및 약물전달 응용에 유리

하다고 알려져 있다[5]. 한편, 합성된 은 나노입자의 다분산지

수(polydispersity index)는 0.253을 나타내었다. 다분산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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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5. Particle-size distribution (A) and zeta potential (B) of 

silver nanoparticle synthesized by culture supernatant of 

Bacillus thuringiensis CH3. 

Fig. 6. Antimicrobial activity of silver nanoparticle (SNP) against 

K. pneumoniae (A), L. monocytogenes (B) and C. albicans 

(C). FESEM images present intact cells and silver nano-

particle-treated cells. 

는 나노입자 크기 분포의 척도로서, 0.5보다 클 경우 입자의 

응집이 대량 발생했음을 나타낸다. 제타 전위는 나노입자의 

표면 전하 특성과 안정성에 필수적인 변수이다[2]. Fig. 5B에서 

보는 바와 같이 합성된 은 나노입자의 제타전위는 -15.5 mV로 

측정되었으며, 이것은 인접 나노입자 사이의 정전기적 반발력

으로 인해 은 나노입자가 콜로이드 상태로 잘 분산되어 안정

적이라는 것을 의미한다[10]. 본 실험결과는 은 나노입자의 표

면에 결합된 biomolecule은 주로 음으로 하전된 그룹을 가지

고 있고, 합성된 은 나노입자의 안정성에 일정 부분 기여하고 

있다는 것을 시사한다. 

은 나노입자의 항균 활성

합성된 은 나노입자의 병원성 미생물에 대한 항균 활성을 

조사하였다. 은 나노입자는 조사된 모든 그람양성 세균, 그람

음성 세균뿐만 아니라 인간 병원성 효모에 대해서도 항균 활

성을 보였다. 그람음성 세균에 대한 생육저지대의 직경은 E. 

coli (8.5±0.5 mm), K. pneumoniae (9.4±0.5 mm), P. vulgaris 

(9.0±1.0 mm), S. choleraesuis (9.2±1.0 mm), V. cholerae (8.8±0.5 

mm)이었으며, 그람양성 세균은 L. monocytogenes (10.7±0.5 

mm) 및 S. aureus (9.8±0.8 mm)이었다. 가장 높은 항균 활성은 

사람에게 칸디다증(candidiasis)을 유발하는 병원성 효모인 C. 

albicans (15±0.5 mm)에서 관찰되었다. 현재, 칸디다증 치료에 

사용될 수 있는 항생제는 amphotericin B를 포함하여 소수에 

불과하다[8]. 따라서 저농도의 amphotericin B와 은 나노입자

의 병용 처리는 고농도 항생제의 독성을 최소화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며, 이것에 대한 보다 구체적인 연구가 필요함

을 알 수 있었다. 

합성된 은 나노입자의 항균방식을 이해하기 위하여 가장 

높은 항균 활성을 보인 그람음성 세균(K. pneumoniae), 그람양

성 세균(L. monocytogenes) 및 효모(C. albicans)를 대상으로 은 

나노입자 처리 전, 후의 세포의 형태적 변화를 FESEM을 이용

하여 관찰하였다. Fig. 6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은 나노입자를 

처리하지 않은 대조구들은 세포 표면이 매끈하고, 편평한 정

상적인 형태를 나타내었다. 그러나 은 나노입자를 처리한 실

험구들은 세포 표면이 거칠어 졌고, 주름(wrinkle), 파임(dent)

과 함몰(depression) 등 기형적 형태를 나타내었다. 나아가 세

포 표층구조가 부분적으로 파괴된 곳을 통하여 세포내 내용물

이 방출된 현상도 관찰되었다. 아직까지 은 나노입자의 항균 

기전은 완전히 이해되지 않고 있다. 은 나노입자가 세포막에 

부착하여 호흡을 저해[5]하거나, 은 나노입자로부터 은 이온이 

방출되어 미생물의 사멸을 초래[23]할 수 있는 것으로 보고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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었다. 또한 화학적으로 합성된 은 나노입자의 그람음성 세균

(Escherichia coli)과 그람양성 세균(Staphylococcus aureus)에 대

한 항균활성을 조사한 이전 연구[18, 26]에 의하면, 은 나노입

자는 세포막에 축적되며, 세포벽에 구멍(pits)을 형성하는 것

으로 알려졌는데, 이러한 형태적 변화는 세포 표층구조의 투

과성을 현저하게 증가시킴으로써 세포를 사멸시킨다고 하였

다. 본 실험결과는 이전의 보고처럼 은 나노입자가 미생물의 

표층구조를 파괴함으로써 세포질이 방출되고, 결과적으로 세

포 사멸이 유도될 수 있다는 것을 시사한다. 

향후, 은 나노입자 합성에 요구되는 반응시간 단축을 위한 

구체적인 합성 최적조건과 합성기전 조사, 은 나노입자의 생

육최소저해농도 설정 및 세부적인 항균기전에 대한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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록：미생물을 이용한 은 나노입자 생합성

유지연․장은 ․홍창오․김근기․박 철․이상몽․김용균․손홍주*

(부산대학교 생명환경화학과/생명산업융합연구원)

본 연구에서는 간단하고, 환경친화적인 은 나노입자 합성법을 개발하기 위하여 화학적 환원제 사용없이 Bacillus 

thuringiensis CH3의 배양상등액만을 사용하여 은 나노입자의 세포외 합성을 조사하였다. 5 mM AgNO3와 배양상

등액을 1:1로 혼합하여 반응시켰을 때, 은 나노입자의 표면 플라스몬 공명에 해당하는 418 nm에서 최대 흡광도를 

나타내었다. 은 나노입자의 합성은 8시간 내에 일어났고, 40-48시간에 최대가 되었다. 합성된 은 나노입자의 구조

적 특성을 다양한 기기분석에 의하여 조사하였다. FESEM 관찰은 잘 분산된 구형의 은 나노입자가 합성되었음을 

보여주었고, 은의 존재는 EDS 분석으로 확인되었다. X선 회절 스펙트럼은 은 나노입자가 면심 입방결정격자임을 

나타내었다. DLS를 사용하여 계산된 은 나노입자의 평균 입자 크기는 약 51.3 nm이었고, 범위는 19-110 nm이었

다. 합성된 은 나노입자는 다양한 병원성 그람양성 세균, 그람음성 세균 및 효모에 대해 항균활성을 나타내었다. 

가장 높은 항균활성은 인체병원성 효모인 C. albicans에서 관찰되었다. FESEM 관찰 결과, 은 나노입자의 항균활성

은 세포 표층구조의 파괴와 세포질 누출에 따른 세포 용해에 기인하는 것으로 판단되었다. 본 연구는 B. thur-

ingiensis CH3는 은 나노입자의 효율적인 합성을 위한 잠재적인 후보이며, 합성된 은 나노입자는 다양한 제약 분

야에서 잠재적 응용가능성이 있음을 시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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