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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본 연구에서는 에멀젼 자기조립틀을 활용하여 거대기공을 갖는 타이타니아 분말을 합성하였으며, 자외선 조사를 활

용한 광촉매 실험을 통해 상용화된 타이타니아 나노입자와 다공질 타이타니아 분말을 이용한 고초균의 살균 효과를

비교하였다. 다공질 분말의 기공 크기를 달리하여 자외선 조사 시간에 따른 고초균 수의 감소를 측정하였으며, 살균 실

험의 최적 조건을 도출하기 위하여 기공 크기에 따른 다공질 타이타니아 분말의 살균력을 비교하였다. 기공 크기가 작

아질수록 살균 효과는 증대됨을 관찰하였으며, 광촉매의 활용 및 자외선 조사에 의해 1시간 동안 50% 이상의 고초균

이 제거되는 효과를 확인하였다. 또한 활성 화학종의 발생을 촉진하기 위하여 과산화수소의 희석 용액을 광촉매 살균

방식과 결합하였으며, 1시간 동안의 자외선 조사에 의해 균주의 거의 대부분이 사멸되는 등 고초균에 대한 살균 효과를

증진시킬 수 있었다.

Abstract − In this study, macroporous titania powders were synthesized utilizing the emulsion-assisted self-assembly

to apply the removal of B. subtilis under UV irradiation, and the results were compared with the bactericidal effect of

commercial titania nanoparticles. By changing the pore size of the porous titania powder, the reduction of B. subtilis by

photocatalytic effect was measured, and the bactericidal capacity of the porous particles according to the pore size was

compared in order to derive the optimum condition of the sterilization experiment. It was observed that the sterilization

effect increased as the pore size became smaller, and it was confirmed that more than 50% of B. subtilis cold be removed

for 1 hour of UV irradiation. Also, in order to promote the generation of active chemical species, a diluted solution of

hydrogen peroxide was combined with the photocatalytic sterilization method, resulting in the removal of most of the

strain after ultraviolet irradiation for 1 hou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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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최근 병원성 세균에 의해 인간의 삶에 필요한 식품들이 오염되거

나 의료기관에서의 세균 감염 등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특히 항

생제에 내성을 갖는 병원성 세균이 출현하면서 인간의 생명을 위협

하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다. 이러한 병원성 세균은 다양한 감염경

로를 통해 건강 장해를 유발할 수 있다[1]. 병원성 세균은 크게 부

유세균과 낙하세균 등 두 가지로 분류 할 수 있는데, 부유세균은 공

기 중에 떠돌면서 부유하는 상태로, 낙하세균은 공중에서 바닥으로

떨어지는 상태로 존재한다. 공기 중의 먼지나 수증기 등에 미생물

들이 부착되어 생존하는 부유세균은, 호흡기로 유입되어 각종 전염

병과 알레르기 질환, 호흡기 질환을 유발한다. 낙하세균은 지표면

으로 낙하하여 물품 등에 축적되어 전파될 수 있으며 전염성 질환,

알레르기 질환, 호흡기 질환 등을 유발시킨다[2-6]. 한편, 병원성 세

균을 살균하는 방법에는 가열살균 방법 및 비가열살균 방법으로 분

류할 수 있다. 그 중에 비가열살균 방법에 속하는 자외선 살균법은

다른 살균법들에 비해 조업 및 관리가 용이하고 잔존화합물을 생성

하지 않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7,8].

최근에는 환경오염의 정화 수단으로 빛에너지를 이용한 광촉매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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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화학 반응 연구가 주목받고 있다. 촉매란 어떤 반응에서 자신의

상태는 그대로 유지한 채 반응 속도를 향상시키는 물질을 의미하며,

이 중 광촉매는 광에너지를 흡수하여 촉매작용을 갖게 되는 물질을

뜻한다. 대표적으로 ZnS, CdS, WO, TiO
2
를 들 수 있다[9-12]. 특히

TiO
2
는 산화력이 커서 살균 작용이 우수하고, 악취제거 및 항균작

용이 있다. 또한 화학적인 안정성과 가격 경쟁력을 갖기 때문에 널리

활용되는 광촉매 물질이다[13,14]. 광촉매 반응에서 빛을 쪼이게 되

면 표면에 전자와 정공이 발생하며, 전자는 광촉매의 표면에 있는 산

소와 반응해서 슈퍼옥사이드 음이온을 생성한다. 또한 정공은 수분

과 반응하여 하이드록실 라디칼을 형성하게 된다. 따라서 각종 악

취물질, 바이러스, 박테리아 같은 세균 등을 분해할 수 있다. 광촉

매 물질인 TiO
2
는 지속 효과의 기간이 반영구적이며 기존의 산화제

들보다 산화력이 커서 살균작용을 기대할 수 있다[15-17]. 기존의

광촉매 살균법에는 타이타니아 나노 입자가 사용되었으나, 본 논문

에서는 거대기공을 갖는 다공질 타이타니아 입자를 사용하여 살균

효율을 높이기 위한 실험을 수행하였다. 자외선을 조사하여 광촉매

효과를 얻을 경우 강한 살균력을 기대할 수 있으며, 자외선 램프 대신

태양광을 이용하는 경우 상당한 에너지의 절감이 가능할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자외선과 다공질 타이타니아 입자를 적용한 고초균

(B. subtilis)의 살균 실험에 관한 정량적인 실험 결과를 얻고자 하

였다. 특히 기존의 상용화된 타이타니아 나노 입자와 같은 0차원

나노 소재의 살균 효율을 극복하기 위하여 거대 기공을 갖는 다공

질 타이타니아 분말을 광촉매로 활용한 살균 실험을 수행하였다.

이를 위하여 에멀젼을 제한공간으로 활용한 자기조립법에 의해 다

공질 타이타니아 분말을 합성하였으며, 거대 기공의 형성을 위하여

분산 중합에 의해 합성된 폴리스티렌 입자를 고온 소성에 의해 제

거하는 희생 주형법을 채택하였다. 주형 물질인 폴리스티렌의 크기를

조절하여 다공질 타이타니아 분말의 기공 크기를 제어할 수 있었으며,

이에 따른 살균 효과를 정량적으로 비교하였다.

2. 실 험

2-1. 시약

고초균 배양을 위한 액체배지 제조에는 LB Broth Miller (#

244620, BD Difco, USA)를, 고체배지의 제조에는 LB Agar Miller

(# 244520, BD Difco, USA)를 사용하였다. 폴리스티렌 입자

(polystyrene nanospheres)의 합성에 사용된 시약은 단량체로써 대

정화금의 스티렌(styrene monomer, 99%)을, 개시제로써 Sigma-

Aldrich의 α,α'-azobis(isobutyronitrile) (AIBN, 99%)을 활용하였다.

공단량체로써 Aldrich Chemicals의 2-(methacryloyloxy) ethyltrime-

thylammoniumchloride (MTC, 72%)를, 안정화제로써 Junsei Chemicals

의 polyvinylpyrrolidone (PVP, M.W.=40,000 g/mol)을 사용하였다.

반응 용매는 대정화금의 에탄올(99.9%)을 활용하였다. 다공질 타이

타니아(macroporous titania) 입자의 합성에 사용된 시약으로 Aldrich

Chemicals의 titanium diisopropoxideacetylacetonate [TDIP, 75% (w/v)

in isopropanol]를 전구체(precursor)로, 코스넷사의 Abil EM 90을

액적의 안정화제로 활용하였다. 한편, Sigma-Aldrich의 헥사데칸

(hexadecane, 99%) 또는 KANTO CHEMICAL의 테트라데칸

(tetradecane, 99%)은 연속상으로, Sigma-Aldrich사의 염산(hydrochloric

acid) (0.1 N)는 겔화(gelation) 반응의 촉매로 사용하였다. 타이타니아

나노 입자는 Nanostructured and Amorphous Materials, Inc.의

Titanium oxide (Anatase, 15 wt%, 5-30 nm) (7011WJWA)을 사용하

였다. 

2-2. 분석 기기

폴리스티렌 입자의 크기 및 크기 분포는 입도 분석기(ZETA

PLUS, Marlvern Instruments)로 측정하였다. 다공질 타이타니아 분

말의 표면 형상은 주사전자현미경(FE-EM, Hitachi-S4700)을 사용

하여 관찰하였다.

2-3. 단분산 폴리스티렌 구형입자(polystyrene nanospheres)의 합성

폴리스티렌 비드(polystyrene nanospheres)는 Table 1의 조성에

따라 분산중합 방식으로 합성하였다. 먼저 288 nm의 입경을 갖는 단분

산 폴리스티렌 구형입자를 합성하기 위해 polyvinylpyrrolidone

(PVP, 40,000)가 용해된 반응 매질인 에탄올을 75 oC로 유지되는

회분식 반응기에 첨가하였다. 이어서, styrene과 양이온 단량체인

2-(methacryloyloxy) ethyltrimethylammonium chloride (MTC)를

140 rpm으로 교반하고 있는 상태의 반응기에 첨가하였다. 개시제의

첨가 전에 반응기 내에 존재하는 산소를 제거해주기 위해 질소 퍼

징을 1.5 시간 동안 진행하였고, α,α’-azobis(isobutyronitrile) (AIBN)을

중합 반응기에 첨가하였다. 이후 반응을 19시간 동안 진행하였다.

558 또는 713 nm의 입경을 갖는 단분산 폴리스티렌 구형입자를 합

성하기 위해 반응 온도를 85 oC로 유지하여 분산 중합을 진행하였다.

폴리스티렌 입자의 크기 및 크기 분포는 입도 분석기(ZETA PLUS,

Marlvern Instruments)로 측정하였다[18].

2-4. 다공질 TiO
2 
분말의 제조

분산중합으로 합성된 폴리스티렌 구형 입자를 고형분 함량 30%를

갖도록 에탄올에 재분산시킨 후, titanium diisopropoxide bis

(acetylacetonate)를 첨가하고 강한 교반 강도에서 1시간 동안 반응

한다. 분산상의 제조를 위해 소량의 증류수를 첨가하고 30분 동안

추가 교반한다. 연속상으로 3 wt% 농도의 ABIL EM90을 테트라

데칸에 용해시켜 제조한다. 두상의 유화를 위해 연속상과 분산상을

3:1의 부피비로 혼합하고 유화기를 이용하여 60초간 유화 후, 에멀

젼(emulsion)을 증발시키는 동시에 교반시키면서 1시간 동안 90 oC

에서 가열하여 휘발성 용매를 제거한다. 얻어진 분말이 침전된 후

헥산(hexane)에 다시 분산하여 세척 후 침전과 헥산 첨가를 반복한

다. 분말의 건조 후 다공성 TiO
2
 형성을 위해 500 oC에서 5시간 동

안 소성하여 거대 기공을 갖는 다공질 분말을 형성한다[18].

거대 기공(macropore)을 갖는 다공질 타이타니아 구형 입자의 합

Table 1. The synthesis conditions of polystyrene beads 

Average Particle 

Size

PVP

(polyvinylpyrrolidone)
Ethanol

2-(methacryloyloxy) 

ethyltrimethylammoniumchloride

Styrene 

monomer

α,α’azobis

(isobutyronitrile) 
H

2
O

Polymerization

Temperature

288 nm 2 g 245 ml 4.2 g 40 ml 0.525 g 123 ml 75 ºC

558 nm 2.188 g 245 ml 3.36 g 40 ml 0.525 g 123 ml 85 ºC

713 nm 2.188 g 245 ml 4.2 g 40 ml 0.525 g 123 ml 85 º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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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을 위해 자기 조립 방식이 사용되었다. 전체적인 합성 방식은

Fig. 1에 개략적으로 설명되어 있는데, 수중유 에멀젼 액적(water-

in-oil emulsion droplet)이 제한공간(confining geometry)으로서 자기

조직화를 위한 전구체 물질을 포함하고 있다. 타이타니아의 전구체

로는 titanum isopropoxide와 같은 유기 금속 화합물이 대표적이나,

수분에 민감하고 가수 분해 속도가 매우 빠른 전구체 물질이므로 본 연

구에서는 사용하지 않았다. 본 연구에서는 반응성을 줄이기 위하여 아세

틸아세톤으로 안정화된 전구체인 titanium diisopropoxideacetylacetonate

(TDIP)를 사용하였다. Fig. 1(a)는 다공질 타이타니아 입자의 합성

과정을 개략도로 도식화한 것이다. 언급된 구성 성분들은 겔화

(gelation)를 위해 첨가한 소량의 산과 함께 물과 에탄올의 혼합액에

분산되어 있다. 타이타니아의 전구체 물질과 더불어 폴리스티렌 구

형 입자가 첨가되며, 이러한 혼합액을 테트라데칸과 같은 유상과

혼합하여 에멀젼 액적을 형성시키기 위한 유화 공정을 진행한다.

액적 내부에는 TDIP와 폴리스티렌 입자가 존재하며, 액적 상호간의

유착(droplet coalescence) 방지를 위한 유화제로는 Abil EM90이

용해되어 있는 테트라데칸을 유상(oil phase)으로 사용하여 유화시

킨 후 90 oC에서 1시간 동안 가열 공정을 진행하였다. 액적의 증발에

의한 수중유 액적은 수축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모세관 힘에 의해

전구체 물질의 자기 조직화에 의해 복합 입자가 형성되게 된다. 이

어지는 고온 소성 과정을 거쳐 복합 입자로부터 폴리스티렌 입자들

이 제거되며 거대 기공을 갖는 다공성 타이타니아 분말로 변환된다.

Fig. 1(b)는 광촉매 살균시스템의 과정을 개략도로 도식화 한 것이다.

2-5. 다공질 TiO
2
 Fiber의 제조

분산중합으로 합성된 폴리스티렌 구형 입자를 고형분 함량 20%를

갖도록 에탄올로 재분산시킨 후, polyvinylpyrrolidone (PVP, M.W.

=360,000 g/mol) 1 g과 titanium diisopropoxide bis (acetylacetonate)를

2 ml 첨가 한 후 강한 교반 하에 30분 동안 반응시킨다. 0.1 N HCl

0.67 ml를 첨가하고 30분 동안 추가로 교반한다. 전기 방사 공정을

위해 사용된 전압 발생장치(HV Power Supply, Nano NC)을 사용

하였으며 12 kV의 전압으로 실험하였다. 주사기에 담겨있는 용액은

syringe pump (NE300, NEWERA)에 의해 일정한 속도(20 ml/min)로

주사기 바늘의 끝으로 이동하게 된다. 주사기 바늘 끝에 맺힌 용액은

전압에 의해 jet을 형성하게 되며 평판형 콜렉터에 포집된다

[19,20].

Fig. 1. (a) Schematic figure for the synthesis of macroporous titania particles and (b) photocatalytic bactericidal 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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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 다공성 타이타니아 입자의 살균력 테스트

LB Broth Miller (244520, DifcoTM) 200 ml을 오토클레이브(Auto

Clave-ST-G series, JEIO tech)를 사용하여 멸균(121 oC, 15 min) 후

고초균(KCTC 2023)을 접종하였다. 접종 후 배지는 교반배양기

(Shanking Incubator. JEIO tech)에서 18시간 배양하였다[21]. 고초

균 배양액은 10~107배로 희석하였으며 희석액 각각은 LB 한천배

지를 사용하여 주입평판법을 수행하였다. 고초균 접종 배지는

37 oC 배양기에서 24시간 배양 후 균수 측정을 실시하였다.

다공성 타이타니아 분말의 살균력을 측정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방법을 사용하였다. 증류수 10 ml에 타이타니아 분말 0.02 g을 첨가

후 초음파 세척기에서 10분간 분산시켰다. 제조된 타이타니아 혼합

액 0.1 ml와 18시간 액체 배양한 고초균액 1 ml를 페트리디쉬에 분

주 후 주입평판법을 수행하였다. 타이타니아와 고초균 첨가 배지는

굳힌 후 차광상태에서 UV 램프(G30 T8, Sankyo)를 각각 1, 5, 10,

20, 30, 40, 50, 60분 조사하였다. UV 조사 후 배지는 37 oC 배양기

(Incubator, JEIO tech)에서 24~48시간 배양 후 균수 측정을 실시하

였다.

다공성 타이타니아 분말 0.02 g과 증류수 10 ml 혼합액 0.1 ml 와

105 연속희석법 균액 1 ml를 고체배지에 주입평판법으로 접종한다.

고체배지를 도포하고 본 논문에서 도말평판법이 아닌 주입평판법

을 사용한 이유는 균액을 1 ml 이상 사용할 경우, 도말평판법은 균

액들이 고체배지에 도말과 흡착이 되지 않아 균이 제대로 성장하지

못하기 때문이다[22]. 5분 동안 기다린 후에 오버레이 과정을 거친

다. 오버레이 과정이 끝나면 실험장소를 모든 빛이 차단된 암실 상

태로 유지하고 클린 벤치에서 UV 램프를 사용하여 1, 5, 10, 20,

30, 40, 50, 60분 시간의 간격으로 자외선을 조사한다. 완료된 샘플은

배양기(Incubator, JEIO tech)에 24시간 배양한다. 세균수의 측정은

평판계수법을 사용하였다. 적정기간 배양한 콜로니수가 30 내지

300의 범위로 생성된 동일 희석배율의 평판배지를 선정하여 숫자를

세고 평균을 구한다. 평균 세균수에 희석비율을 곱하면 원래의 시료

1 ml(약 1 g)에 존재하는 세균 중 콜로니 형성능이 있는 살아있는

세균의 평균수를 구할 수 있으며 그 결과는 Table 3에 나타내었다 [23].

3. 결과 및 고찰

Fig. 2의 (a), (b), (c)는 주형 물질(templating materials)로 활용되는

단분산 폴리스티렌 구형입자로, 분산 중합의 조건을 조절하여 직경

이 288, 558, 713 nm로 다르게 합성하였다. Fig. 2(a)는 288 nm의

직경을 갖는 단분산 폴리스티렌 구형입자의 주사 전자 현미경

(scanning electron microscope, SEM) 이미지로, 단분산 구형 입자들

이 균일한 크기로 합성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Fig. 2(b)는 588 nm의

직경을 가진 폴리스티렌 구형 입자, Fig. 2(c)는 713 nm의 폴리스티

렌 구형 입자의 SEM 이미지로, PVP를 안정화제로 활용하였다. 또

한 분산중합 조건을 조절하여 폴리스티렌 입자의 입도가 제어될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 주사전자현미경을 활용한 고분자 입자의 관찰

외에, 폴리스티렌 입자의 크기 및 크기 분포는 입도 분석기를 활용

하여 측정하였다. Fig. 2(a)의 입도 분포 그래프의 평균은 288 nm

를, Fig. 2(b)의 입도 분포 그래프의 평균은 588 nm를, Fig. 2(c)의

입도 분포 그래프의 평균은 713 nm을 나타낸다. 이러한 폴리스티

렌 입자를 주형 물질로 다공질 소재를 제조하는 공정은 콜로이드

주형법으로 불리우며, 주형으로 활용되는 고분자 입자의 크기는 개념

적으로 제한이 없으며 기공 크기의 조절이 용이하다는 장점을 들

수 있으므로, 본 논문에서와 같은 살균 소재 뿐 아니라 태양전지의

전극 소재 등 다양한 응용 분야에 적용되고 있다[24].

Fig. 3은 합성된 다공성 타이타니아 분말의 SEM 이미지이다. 다

공질 타이타니아 입자들의 형상은 전체적으로 구형인데, 이는 구형

의 에멀젼 액적들이 수축되는 방식으로 합성되어 야기된 것으로 예

상할 수 있는 형상이다. SEM 이미지에서 확인할 수 있는 바와 같

Fig. 2. The size distribution of polystyrene nanospheres with (a) 288 nm,

(b) 558 nm, and (c) 713 nm in diame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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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다공질 구조체를 가진 타이타니아 분말은 소성 공정을 통한 폴

리스티렌 입자의 제거에 의해 형성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Fig.  3(a)

는 288 nm의 크기를 갖는 단분산 폴리스티렌 구형입자를 사용하여

합성한 다공성 타이타니아 분말의 SEM 이미지로, 거대 기공의 존

재를 전자현미경 이미지로부터 확인할 수 있다. Fig. 3(b)는 588 nm의

입경을 갖는 단분산 폴리스티렌 구형입자를 주형으로 사용하여 만든

다공성 타이타니아 분말의 주사전자현미경 이미지이며, Fig. 3(c)는

713 nm의 입경을 갖는 단분산 폴리스티렌 구형입자를 사용하여 제

조한 다공성 타이타니아 분말의 주사전자현미경 이미지로, 주형 물

질의 크기에 따라 거대 기공의 크기를 제어할 수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Fig. 3(c)에 삽입된 그래프는 713 nm의 입경을 갖는 폴리스

티렌 입자를 주형으로 활용하여 합성한 다공질 타이타니아 분말의

크기 분포를 나타낸 것으로, 평균 입경은 약 2.41 μm로 측정되었다.

이를 통해 다공질 타이타니아 분말은 마이크로미터 크기의 입도를

Fig. 3. SEM image of macroporous TiO
2
 powder made using polymer

particles with (a) 288 nm, (b) 558 nm, and (c) 713 nm in diameter.

The inset figure in (c) displays the size distribution of the porous

particles.

Fig. 4. (a) XRD analysis result of macroporous titania particles fab-

ricated using polystyrene nanospheres with 558 nm in diameter

(solid line). The XRD pattern of commercial titania nanoparti-

cles is also included as dotted line. (b) The XRD pattern of mac-

roporous titania microparticles. (c) The Maximum peak Intensity

as a function of the size of macropor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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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므로, 타이타니아 나노 입자와 달리 피부 침투에 따른 독성이

발현될 우려가 적을 것으로 예상된다. Fig. 4a는 588 nm의 입경을

갖는 다공질 타이타니아 분말의 엑스선 회절 분석 결과이다. 회절

패턴으로부터 TDIP를 전구체 물질로 활용한 자기조립 및 소성 결과

얻어진 다공질 타이타니아 분말은 아나타제 결정상(anatase phase)를

갖으며, 상용화된 타이타니아 나노 입자와 유사한 결정 패턴을 갖

음을 확인할 수 있다. 이는 500 oC의 소성 온도에서 얻어질 수 있는

결정상으로 소성 온도를 더욱 높일 경우 루타일 결정상(rutile

phase)이 얻어질 수도 있으나, 광촉매 효과가 더욱 우수한 아나타제

결정상이 본 연구의 목적인 살균 실험에는 적합하다고 판단된다.

Fig. 4b는 Fig. 3의 SEM 이미지에 나타낸 다공질 타이타니아 분말의

기공 크기에 따른 엑스선 회절 분석 결과를 나타낸 것이다. 주형물

질로 활용된 폴리스티렌 입자의 크기가 감소할수록 다공질 타이타

니아 분말의 기공 크기는 감소하며, 이에 따른 엑스선 회절 패턴의

강도도 증대됨을 확인할 수 있다. 이는 기공 크기의 증가에 따른 결

정성의 감소에 기인한 것으로 예상된다[25]. 다공질 타이타니아 분

말의 기공 크기에 따른 엑스선 회절 피크의 세기로부터 반치폭

(FWHM)을 측정할 수 있었으며, Scherrer 식을 적용한 결정립의 크

기를 계산하여 Table 2에 정리하였다. 이를 통해 기공 크기의 감소

에 따른 반치폭의 감소 및 결정립의 크기가 증가하는 경향을 확인

할 수 있다. Table 2에는 기공 크기에 따른 비표면적 데이터가 함께

정리되어 있으며, 주형으로 활용된 폴리스티렌 입자의 크기가 288 nm

인 경우 BET 표면적이 201.06 m2/g으로 가장 넓게 측정되었고, 558

nm 및 713 nm의 입경을 갖는 폴리스티렌 입자를 주형으로 합성한

다공질 타이타니아 분말의 비표면적은 178.87 및 181.48 m2/g으로

큰 차이를 보이지는 않는 것으로 측정되었다. 한편, 다공질 타이타

니아 분말의 엑스선 회절 강도의 상대적인 세기는 Fig. 4(c)에 나타

내었으며, 기공 크기가 감소할수록 상대적인 회절 강도가 증가하여

결정성이 향상됨을 확인하였다. Fig. 5(a)는 상용화된 타이타니아

나노 입자의 주사전자현미경 이미지다. 나노 입자는 침전이 거의

없는 잘 분산된 상태로 존재하지만, SEM 관찰을 위한 시료의 건조

과정에서 응집된 분말의 형태로 관찰되었다. 개별 입자의 경우 직

경 5 내지 30 nm 안팎의 구형으로 존재함을 SEM 이미지로부터 확

인할 수 있다. Fig. 5(a)에 삽입된 입도 분포 그래프는 상용화된 타

이타니아 입자 분산액에 대하여 측정된 결과로, 나노 입자의 응집에

의해 평균 입경이 278 nm로 얻어졌음을 확인할 수 있다. Fig. 5(b)는

490 nm의 입경을 갖는 단분산 폴리스티렌 구형입자를 활용하여 제

조한 다공성 타이타니아 섬유의 SEM 이미지다. 미세 섬유의 내부

에 폴리스티렌 입자가 제거되어 형성된 거대 기공이 존재함을 확인

Table 2. FWHM and crystallite size of macroporous titania particles

according to the size of macropores

Macropore size PS 288 nm PS 558 nm PS 713 nm

FWHM (2θ) 1.29515 1.31452 1.32508

Crystallite size (nm) 14.61 14.4 14.3

BET surface area (m2/g) 201.06 178.87 181.48

Fig. 5. SEM image of (a) commercial titania nanoparticles, (b) macroporous titania fibers, (c) spherical titania microparticles. and (d) TEM

image and XRD analysis resut of titania microspher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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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 수 있었다. 다공질 미세 구조를 형성함으로 인해 기존의 섬유질

소재에 비하여 큰 비표면적을 가질 것이라는 것을 예상할 수 있다.

Fig. 5(c)는 본 연구에서 살균 실험을 위한 광촉매로 활용된 구형 타

이타니아 분말의 SEM 이미지를 나타낸 것이다. 이러한 타이타니

아 구형 입자의 합성에는 폴리스티렌 입자가 주형으로 활용되지 않

았으므로, 거대 기공을 갖지 않는 단순 구형 입자로 합성되었음을

Fig. 5(c)에 삽입된 확대 사진에서 확인할 수 있다. 또한 수백 나노

미터 이상의 크기를 갖는 거대 기공이 존재하지 않는 비다공질 구

조를 갖는 타이타니아 구형 분말이므로 Fig. 3의 SEM 이미지에 나

타낸 거대 기공을 갖는 타이타니아 분말에 비하여 입도가 상당히

줄어들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이는 주형 물질이 합성 과정에 도입

되지 않았으므로 타이타니아 전구체 물질만 에멀젼 내에서 자기조

립을 거쳐 구형 분말을 형성하기 때문으로 파악된다[26]. Fig. 5(d)는

타이타니아 구형 분말의 TEM 이미지 및 엑스선 회절 분석 결과를

나타내고 있으며, 아나타제 상의 미세한 결정자들이 마이크로미터

크기의 구형 분말을 형성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타이타니아로 구성된 광촉매 소재의 살균력을 비교하기 위해 서로

다른 8가지 방법으로 살균 실험을 진행하였다(Fig. 6). 구체적으로

언급하면, (1) 다공성 TiO
2
 입자와 UV 램프를 사용하지 않고 측정

한 것, (2) UV 램프만 사용하여 측정한 것, (3) 288 nm의 입경을 갖는

단분산 폴리스티렌 입자를 주형으로 사용하여 합성한 다공질 TiO
2

분말과 UV 램프를 사용하여 살균한 것, (4) 558 nm의 입경을 갖는

단분산 폴리스티렌 입자를 주형으로 사용하여 합성한 다공질 TiO
2

분말과 UV 램프를 사용하여 살균한 것, (5) 713 nm의 입경을 갖는

단분산 폴리스티렌 입자를 주형 물질로 사용하여 합성한 다공질

TiO
2
 분말과 UV 램프를 사용하여 살균한 것, (6) 490 nm의 입경을

갖는 단분산 폴리스티렌 구형입자를 주형 물질로 사용하여 합성한

다공질 TiO
2 
섬유와 UV 램프를 사용하여 살균한 것, (7) 상용화된

TiO
2
 나노입자와 UV 램프를 사용하여 살균한 것, (8) 거대기공을

갖지 않는 구형 타이타니아 분말과 UV 램프를 사용하여 살균한 방

법으로 실험하였다. 

Fig. 6(a)를 통해 광촉매인 TiO
2
와 UV 램프를 사용하지 않고 측

정한 경우, 초기집락은 총 210 개였으며 1 시간 후 최종집락은 300

개를 넘어서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광촉매가 첨가되지 않고 자외

선 조사도 가하지 않은 샘플은 1시간 후에 최종 집락의 수가 오히려

증가하는 등 고초균의 증식이 관찰되어 살균 효과가 없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는 살균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광촉매에 의한

활성 화학종의 생성 및 자외선에 의한 고초균의 파괴가 전혀 진행

되지 않으므로, 세균의 증식만 관찰된 것으로 설명될 수 있다. Fig.

6(b)는 UV 램프로만 살균한 것에 대한 사진으로, 1시간 후 최종집

락은 158개로 초기 210개의 집락에 비하여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

으며 고초균에 대한 UV 램프의 살균 효과를 확인할 수 있었다. 자

외선이 조사되는 과정에서 고초균이 파괴되어 증식이 억제되는 것

으로, 식기 등의 살균을 위해 응용되고 있는 자외선 살균의 원리가

적용된 것으로 고려될 수 있다. Fig. 6(c)는 288 nm의 입경을 갖는

폴리스티렌 입자를 주형으로 사용하여 합성한 다공질 TiO
2
 분말과

UV 램프를 사용하여 살균한 샘플의 사진을 나타낸다. 이 경우 1시

간 후의 최종집락은 총 99개로 나타났으며, 단순히 자외선 램프만

활용하여 살균한 Fig. 6(b)의 결과에 비하여 살균 효과가 대폭 향상

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이는 다공질 타이타니아 분말에 의해 자

외선 분위기에서 고초균에 유해한 활성 산소 및 수산기와 같은 물

질이 발생하고, 단순히 자외선만 조사한 경우에 비하여 살균 효과를

증가시키기 때문에 나타나는 결과로 해석된다. Fig. 6(d)는 558 nm의

입경을 갖는 폴리스티렌 입자를 주형 물질로 사용하여 합성한 다공

질 TiO
2
 분말과 UV램프를 사용하여 살균한 샘플에 대한 사진을 나

타내고 있다. 1시간 후에 최종집락은 총 104개로 나타났으며, 자외

선 처리만 거친 샘플에 비하여 우수한 살균 효과가 얻어짐을 확인

할 수 있다. 하지만 Fig. 6(c)의 결과에 비하여 1시간 후에 집락의

수가 다소 많은 것을 알 수 있는데, 이는 광촉매로 활용된 다공질

타이타니아 분말의 기공 크기가 288 nm에서 558 nm로 증가되었기

때문으로 해석된다. 주형 물질로 활용된 폴리스티렌 입자의 입도

증가는 다공질 타이타니아 입자에 포함된 거대 기공의 크기 증가

외에 비표면적의 감소를 야기하므로, 활성을 갖는 화학종의 양이

감소할 것이다. 이로 인해 살균 효과가 Fig. 6(c)에 비하여 다소 감

소한 것으로 해석된다. 이는 Table 2에 나타낸 기공 크기 증대에 따

른 비표면적의 감소(201.06에서 178.87 m2/g)에 따른 데이터로도

뒷받침된다. Fig. 6(e)는 713 nm의 입경을 갖는 단분산 폴리스티렌

입자를 사용하여 합성한 다공질 TiO
2
 분말과 UV 램프를 사용하여

살균한 샘플의 사진을 나타낸 것이다. 1시간 후의 최종 집락은 총

112개로 나타났으며, Fig. 6(d)의 결과에 비하여 고초균의 집락수가

다소 증가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Table 2에 따르면 주형으로 활

용된 폴리스티렌 입자의 입도가 558에서 713 nm로 증대된 경우 비

표면적의 차이가 거의 없으므로, 살균력의 감소가 다공질 타이타니

아 분말의 비표면적 변화에 따른 영향이라고 해석되기에는 어려우

며, Fig. 4(c)에 나타낸 기공 크기 증대에 따른 다공질 타이타니아

분말의 결정성 감소로 인해 야기된 현상으로 해석된다. 광촉매의

활성은 결정성의 증대에 따라 향상될 수 있으므로, 기공 크기가

713 nm로 증대된 경우 다공질 분말의 결정성 감소에 의해 살균력

또한 감소된 것으로 판단된다[27]. 하지만 Fig. 6(e)의 결과도 단순

히 자외선 조사만 수행한 경우에 비해서는 더욱 우수한 살균 효과

를 갖는 것을 알 수 있는데, 이는 다공질 타이타니아 분말의 광촉매

효과 및 이를 활용한 살균 효과가 의미 있는 수치로 검증되었음을

의미하는 것이다. Fig. 6(f)는 490 nm의 입경을 갖는 폴리스티렌 입

자를 사용하여 합성한 다공질 TiO
2
 섬유와 UV 램프를 사용하여 살

균한 샘플의 사진을 나타낸다. 이 경우 최종집락은 124개로 나타났

으며, 다공질 타이타니아 분말과 유사한 수준의 살균 효과를 보임을

확인할 수 있다. 한편, Fig. 6(g)는 상용화된 타이타니아 나노 입자

및 UV 램프를 활용하여 살균한 샘플의 사진을 나타내고 있다. 이

경우 1시간 후의 최종 집락은 총 118개로 나타났다. 따라서 기존에

수처리용 광촉매로 빈번하게 활용되던 타이타니아 나노 입자는 우

수한 살균 효과를 보임을 확인할 수 있으나, 다공질 타이타니아 분

말 및 다공질 타이타니아 섬유에 비하여 살균 효과는 다소 떨어짐

을 알 수 있다. 이를 통해 기존의 나노 입자에 비하여 본 연구진에

의해 제조된 다공질 타이타니아 소재의 광촉매 효과 및 살균 효율

이 더욱 우수함을 확인하였다. 

본 연구에서 활용된 다공질 타이타니아 및 상용화된 타이타니아

나노 입자는 살균 효과가 우수한 아나타제 결정상을 갖으며, 고초

균 제거에 대한 살균력에 있어서도 아나타제 결정상이 좋은 활성을

나타내는 것으로 보인다[28-30].

Fig. 7(a)는 자외선 조사 및 타이타니아 광촉매를 활용하지 않은

시료의 균주 수 변화 및 자외선 조사만 수행한 샘플의 결과를 나타

낸 것이다. 타이타니아 광촉매와 자외선 램프의 활용이 모두 이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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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지지 않은 경우 시간에 따라 균주의 수가 초기의 1.5배까지 증가

함을 확인하였다. 하지만 광촉매를 투입하지 않고 자외선 조사만

수행한 경우에는 초기의 0.8배 수준까지 균주의 수가 감소함을 알

수 있다. 이는 자외선에 의한 고초균의 파괴가 진행되어 증식이 다

Fig. 6. The photograph of the colony of B. substilis. (a) The sample without using TiO
2
 and UV lamp. (b) Sterilized by UV lamp only (c) Sterilized by

using macroporous TiO
2
 powder made of polymer particles with 288 nm in diameter and UV lamp (d) Sterilized by using macroporous

TiO
2
 powder made of polymer particles with 558 nm in diameter and UV lamp (e) Sterilized with macroporous TiO

2
 powder made

of polymer particles with 713 nm in diameter and UV lamp (f) Sterilized by using macroporous TiO
2
 fibers made using polymer particles

with 490 nm in diameter and UV lamp (g) Sterilized with commercial TiO
2
 nanoparticles and UV lamp (h) A macroporous TiO

2

powder made using polymer particles with a diameter of 558 nm was dissolved in 3.5 wt% hydrogen peroxide and sterilized with

an UV lamp (i) A macroporous TiO
2 

powder made using polymer particles with the diameter of 558 nm was dissolved in 1.75 wt%

hydrogen peroxide and sterilized with an UV lamp (j) A macroporous TiO
2 

powder made using polymer particles with the diame-

ter of 558 nm was dissolved in 5 wt% hydrogen peroxide and sterilized with an UV lamp (k) A macroporous TiO
2 

powder made

using polymer particles with the diameter of 558 nm was dissolved in 7 wt% hydrogen peroxide and sterilized with an UV lam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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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 억제됨으로써 얻어진 결과로 해석된다. 비교를 위하여 거대 기

공을 갖지 않는 구형 타이타니아 분말(titania microsphere)을 광촉

매로 활용한 경우 고초균의 수를 Fig. 7(a)의 그래프에 함께 삽입하

였으며, 자외선만 조사한 경우와 살균 효과는 거의 차이가 없음을

확인하였다. 이는 다공질 구조를 갖지 않는 구형 타이타니아 분말

의 광촉매 효과에 기반한 살균력이 미미함을 나타내는 결과로 해석

된다. 한편, 전기 방사로 제조한 다공질 타이타니아 섬유를 광촉매

로 사용한 경우의 균주 수의 변화를 같은 그래프에 삽입하였다. 이

경우 시간에 따라 고초균의 수가 점차적으로 감소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으며, 다공질 구조를 갖는 타이타니아 섬유의 광촉매 효과에

의해 발생한 활성 물질들이 세균의 증식을 억제하고, 자외선 조사

만 수행하는 경우에 비하여 부가적인 살균 효과를 얻을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Fig. 7(b)는 0분부터 60분까지 UV 조사 시간에 따른 다

공질 TiO
2
 분말의 살균력을 나타내고 있다. 그래프에 나타낸 결과와

같이 다공성 TiO
2
 입자를 광촉매로 활용하여 살균한 샘플들은 시간에

따라 고초균의 수가 점차적으로 감소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그

중에서도 주형 물질인 단분산 폴리스티렌 구형입자의 크기가 작아

질수록 살균력이 더 우수하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다공질 타이

타니아 분말의 합성에 활용된 고분자 입자의 입도 감소는 다공질

타이타니아 분말에 포함된 거대 기공의 크기 감소 및 비표면적 증

가를 야기하므로, 자외선을 조사할 경우 활성을 갖는 화학종의 양

이 증가할 것이며, 이에 따른 고초균의 살균 효과 역시 향상되리라

예상된다. 또한 Fig. 4(c)와 같이 기공 크기가 증가할 경우 타이타니

아 광촉매의 결정성이 감소하므로, 이에 따른 광촉매 활성 및 살균

력 역시 감소하는 것으로 예상된다. Fig. 7(c)는 다공질 TiO
2
 입자를

광촉매로 활용하여 자외선을 60분 동안 조사하였을 때 남아 있는

고초균의 수를 비교한 결과이다. 비교 결과 주형 물질인 단분산 폴

리스티렌 구형 입자의 크기에 따라 다공질 TiO
2
 입자의 살균력이

각기 다르게 나타남을 확인할 수 있으며, 단분산 폴리스티렌 구형

입자의 크기가 작아질수록 살균력이 더 우수하다는 결론을 얻었다.

폴리스티렌 구형 입자를 주형 물질로 활용하지 않고 합성한 구형

타이타니아 분말은 다공질 구조를 갖지 않으므로, 광촉매 현상에

기반한 살균력이 가장 떨어짐을 확인하였다. 이는 살균력을 향상시

키기 위하여 반드시 거대 기공과 같은 다공질 미세 구조가 요구됨을

반영하는 결과이다. Table 3을 통해 다공질 TiO
2
 입자의 합성에 활

용된 단분산 폴리스티렌 구형 입자의 크기가 작아질수록 살균력이

더 증가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Table 4의 결과를 통해 입도 288 nm의 단분산 폴리스티렌

구형 입자를 주형 물질로 활용하여 합성한 다공질 TiO
2 
입자를 살

균 용도로 주입하고, 60분 동안 자외선을의 조사하였을 때 상용화

된 TiO
2
 나노입자 보다 최대 0.95%의 추가 살균력을 얻었음을 확인

할 수 있다. 사멸율 계산을 통해 이를 균수로 환산하면 초기 균의 수

(210×105) × 0.95(%)/100=199,500 마리의 균을 추가 살균할 수 있다는

결론이 나온다. 한편, 사멸율은 (1-살균 후 균수/초기 균수) × 100(%)

로 구할 수 있다. 288 nm의 단분산 폴리스티렌 구형 입자를 주형

물질로 활용하여 합성한 다공질 TiO
2 
입자의 사멸율이 상용화된

TiO
2
 나노 입자에 비하여 0.95% 만큼 뛰어나다는 결과가 얻어지는

것이다. 최종집락에 포함된 균의 개수를 통해 상용화된 타이타니아

나노입자에 비하여 다공질 TiO
2
 분말의 광촉매 활성과 살균 효과가

우수함을 확인하였다.

Fig. 8(a)는 과산화수소를 첨가하고 다공질 TiO
2
 분말을 살균을

Fig. 7. (a) Dimensionless number of B. substilis without using UV

lamps and titania photocatalyst. The data obtained using spheri-

cal titania microspheres and macroporous titania fibers as

photocatalyst were also included for comparison. (b) The

measured bactericidal power of macroporous TiO
2
 powder as

a function of UV irradiation time. (c) Dimensionless Number of

B. substilis remaining after 60 minutes as a function of the

size of macropor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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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한 광촉매로 사용하여 0분부터 60분까지 UV 조사시킨 시료의

시간에 따른 살균력을 나타내고 있다. 그래프에 나타낸 결과와 같

이 다공성 TiO
2
 분말을 과산화수소 수용액에 분산시킨 샘플을 활용

하여 살균한 샘플들은 자외선 조사 시간에 따라 고초균의 수가 현

저히 감소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과산화수소의 농도가 커

질수록 살균력이 더 우수하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과산화수소

의 광촉매 반응을 통하여 OH 라디칼을 생성하며, 촉매인 TiO
2
 입

자에 일정 범위의 자외선이 조사되면 TiO
2
 표면에서 강한 산화반응

을 유발하는 반응 인자로 작용하여 유기물질의 산화를 촉진하게 된

다. 따라서 과산화수소의 농도를 늘려서 자외선을 조사할 경우 활성

을 갖는 화학종의 양이 증가할 것이며, 이에 따른 고초균의 살균 효

과 역시 향상된 것으로 해석된다. 특히 과산화수소의 농도를 7

wt% 까지 증가시킨 경우에는 자외선 조사 후 60분 뒤에 남아 있는

고초균의 수가 0으로 확인되었으며, 이는 다공질 타이타니아 분말

을 활용한 광촉매 살균 효과가 과산화수소 첨가제에 의해 완벽한

수준으로 구현될 수 있음을 시사하는 결과이다. Fig. 8(b)는 과산화수

소를 용매로 사용하고 다공질 TiO
2
 분말을 광촉매로 활용하여 자외

선을 60분 동안 조사하였을 때 남아 있는 고초균의 수를 비교한 결

과이다. 비교 결과 과산화수소 농도에 따라 살균력이 각기 다르게

나타남을 확인할 수 있으며, 과산화수소 농도가 커질수록 살균력이

더 우수하다는 결론을 얻었다. 과산화수소를 첨가제로 활용하지 않

은 타이타니아 광촉매는 OH 라디칼의 생성이 과산화수소를 활용한

타이타니아 광촉매에 비하여 적게 생성됨으로, 광촉매 현상에 기반

한 살균력이 가장 떨어짐을 확인하였다. 이는 살균력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과산화수소를 소량 첨가하는 것이 유리함을 반영하는 결과

이다[31].

Table 5를 통해 과산화수소를 용매로 사용하고 다공질 TiO
2
 분말을

광촉매로 활용하였을 때 과산화수소에 농도가 증가할수록 살균력

이 더 증가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4. 결 론

본 연구에서는 TiO
2
의 광촉매 활성으로 인한 살균력을 확인하기

위해 자외선 조사 및 다공질 TiO
2
 분말을 활용하여 고초균의 증식을

억제하는 실험을 수행하였다. 다공성 타이타니아 분말은 자기 조립

Table 4. The survival and removal percentage of B. substilis

Experimental group

UV lamp irradiation time 60 min (B. subtilis)

Control 

Group

UV 

lamp only

spherical titania 

microspheres

+UV lamp

PS 288 nm 

+UV lamp

PS 558 nm

+UV lamp

PS 713 nm 

+UV lamp

macroporos 

titania fiber

+UV lamp

Commercial Titania 

Nanoparticle

+UV lamp

Survival percentage (%) 150 75.24 70.7 47.14 49.52 53.33 55.60 56.19

Removal percentage (%) -50 24.76 29.3 52.86 50.08 46.67 44.40 43.81

Table 3. The number of B. subtilis remained after 60 min without H
2
O

2

Experimental group

UV lamp irradiation time 60 min (B. subtilis)

Control

Group

UV

lamp only

spherical titania 

microspheres

+ UV lamp

PS 288 nm 

+ UV lamp

PS 558 nm 

+ UV lamp

PS 713 nm 

+ UV lamp

macropous 

titania fiber 

+ UV lamp

Commercial Titania 

Nanoparticle

+ UV lamp

Number of standard bacteria 210 × 106 210 × 106 198 × 106 210 × 106 210 × 106 210 × 106 223 × 106 210 × 106

Number of colonies (after 60 

minutes/Initial number of colonies)
315/210 158/210 140/198 99/210 104/210 112/210 124/223 118/210

Number of B. subtillis (CFU/ml) 3.15 × 107 1.58 × 107 1.40 × 107 9.9 × 106 1.04 × 107 1.12 × 107 1.24 × 107 1.18 × 107

Fig. 8. (a) Dimensionless number of B. substilis as a function of UV

irradiation time. Macroporous titania particles having the

pore size with 588 nm was used as photocatalyst. Aqueous

hydrogen peroxide solutions with 1.75, 3.5, 5, and 7 wt% were

used as dispersion medium. (b) Dimensionless Number of

B. substilis remaining after 60 minutes as a function of the

concentration of H
2
O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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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식으로 합성하였으며, 주형 물질로 분산 중합법으로 제조된 단분

산 폴리스티렌 입자를, 타이타니아의 전구체로 TDIP를 사용하였다.

다공질 타이타니아 분말의 광촉매 활성은 타이타니아의 살균력을

측정하기 위해 기공의 크기가 다른 다공질 타이타니아 입자를 광촉

매로 활용하였으며, 합성된 다공질 타이타니아 분말은 사용되는 주

형 물질의 크기, 즉 폴리스티렌 입자의 크기에 따라 기공의 크기가

제어될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 살균 효과는 상용화된 타이타니아

나노 입자 및 전기방사로 제조한 다공질 타이타니아 섬유와 비교하

였다. 자외선 조사 시간에 따른 균주의 수를 측정하여 다공질 타이

타니아의 살균 효과는 상용화된 타이타니아 나노입자 및 타이타니

아 섬유에 비하여 더 뛰어남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주형물질인 단

분산 폴리스티렌 구형 입자의 크기가 작아지거나 다공질 타이타니

아의 기공이 많아질수록 살균력이 더욱 우수하다는 것을 정량적으

로 측정하였다. 주형물질인 폴리스티렌 구형입자의 입도 감소는 다

공질 타이타니아 입자에 포함된 거대 기공의 크기 감소 및 비표면

적 증가와 결정성 증대를 야기하므로, 자외선 조사 시 활성을 갖는

화학종의 양이 증가하고 살균력 또한 증대될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자외선 조사에 따른 다공질 타이타니아 분말의 광

촉매 효과에 의하여 50% 이상의 고초균 사멸을 관찰할 수 있었으

며, 활성 화학종의 증대를 위하여 7.5% 수용액의 과산화수소수를

다공질 타이타니아 광촉매와 함께 활용한 경우 대부분의 고초균이

제거됨을 확인하였다. 이는 1 시간 동안의 자외선 조사를 통해 달

성된 결과로, 자외선의 강도나 조사 시간을 늘릴 경우 살균 효과는

더욱 향상되리라 예상된다.

다공질 타이타니아 입자는 마이크로미터 크기의 입경을 보이므로,

타이타니아 나노 입자와 같은 나노 콜로이드에 비해 피부 침투가

어려워서 인체에 안전하고 균에 대한 높은 사멸율을 가지고 있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다공질 타이타니아 입자는 우수한 살

균 효과를 얻기 위한 보조적인 첨가제로써 피부 독성이 적은 유용

한 물질로 활용될 수 있으리라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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