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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에서는 은 나노 입자와 탄산은(Silver Carbonate)을 이용하여 제조된 은나노/셀라이트(SN/C)와 탄산은/셀라이트

(SC/C) 복합체의 대장균에 대한 항균특성을 조사하였다. SN/C와 SC/C 복합체의 특성은 주사전자현미경, X-선 회절법, 그리

고 원자흡수분광법에 의해 알아보았다. SN/C와 SC/C 복합체의 대장균에 대한 최소 억제농도는 0.541과 0.344 ppm이었고 

완전 사멸농도는 1.427과 1.623 ppm으로 나타났다. 상기의 결과로 SN/C와 SC/C 복합체의 대장균에 대한 항균효과를 확인

할 수 있었다.

In present work, the antimicrobial effect of silver-nanoparticles/celite (SN/C) and silver carbonate/celite (SC/C) composites 

on Escherichia coli (E. coli) by use of silver nanoparticles and silver carbonate has been studied. Characteristics of the SN/C 

and SC/C composites were identified by scanning electron microscopy (SEM), X-ray diffraction (XRD) and atomic absorption 

spectroscopy (AAS). SN/C and SC/C composites showed antimicrobial activity and the minimum inhibitory concentration of 

E. coli were 0.541, 0.344 ppm and the complete sterilizing concentration for the test organism were 1.427, 1.623 ppm. From 

the results we identified that SN/C and SC/C composites have antimicrobial activity to E. col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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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1)

최근 나노과학의 발전과 더불어 금속나노입자의 물리적 화학적 특

성을 이용하는 연구가 매우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특히 은의 항균

성을 이용하기 위한 은 나노 입자의 제조 및 물성에 관한 연구가 몇몇 

연구진에 의해 진행되고 있으며 이들의 연구보고서에 의하면 병원성 

미생물을 이루는 조직 내부에 싸이올기(thiol group), 아미노기(amino 

group), 그리고 카복실레이트기(carboxylate group) 등이 분포한다. 이

들의 공통점은 모두가 비공유전자(lone pair electron)를 가진 원자단들

로써 이들 작용기는 은 또는 은 이온과 잘 결합하게 된다. 이들 원자

단에 은이나 은 이온이 결합함으로써 박테리아나 미생물들의 호흡과

정이나 전자전달과정을 방해하여 이러한 미생물들은 호흡기 및 대사 

장해로 인하여 사멸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1-6]. 

본 연구에서 사용된 셀라이트는 일반적으로 결정표면의 다공성을 

이용하여 각종 유기 방향족화합물이나 무기물의 나노복합체의 제조, 

2차전지의 정전용량 증가의 목적으로 많이 연구되고 있으며 시멘트 

산업의 원료로서는 매우 광범위하게 사용되고 있다[7-10]. 

최근 여러 가지 세균 및 미생물들에 의해 활성탄의 2차 오염을 유

발시키는 것과 관련하여 이에 대한 항균 처리에 대한 연구가 활발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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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되고 있다. 특히 은(Ag) 또는 은(Ag
+
) 이온의 강력한 항균특성은 

오래전부터 알려져 있었으며 이러한 특성을 나노기술에 응용하여 은 

나노 입자를 이용한 복합체의 연구가 여러 분야에서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11-14].

또한, 상업적으로는 이미 기존의 금속 은이 가진 물리적 화학적 특

성 및 항균특성을 보다 광범위한 분야에서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하

여 은 나노 입자를 응용한 복합제품들이 많이 유통되고 있다. 본 연구

에서는 이러한 복합제품 등의 중간체로서의 활용 가능성을 알아보기 

위하여 은 나노 입자와 탄산은을 이용하여 SN/C와 SC/C 복합체를 제

조한 후 열처리 온도에 따른 특성과 용출량비교 및 대장균에 대한 항

균특성을 조사해 보고자 한다.

2. 실    험

2.1. 은 나노 용액의 제조

0.4 M AgNO3 수용액 500 mL를 제조한 다음 여기에 안정제로 poly 

(N-vinyl-2-pyrrolidone) [PVP, MW = 40000]을 5% 농도로 isopropyl 

alcohol에 녹여 전체 부피가 500 mL가 되게 한다. 두 용액을 혼합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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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60

Co γ-ray source를 20 KGy로 처리하여 최종 농도가 0.2 M인 

은 나노 용액을 제조하였다. 제조된 은 나노 용액은 UV-vis 분광계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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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하여 환원된 은의 흡수곡선을 측정하였다.

2.2. SN/C 복합체의 제조

셀라이트 20 g과 0.2 M의 은 나노 용액 80 mL를 회전증발기에 넣

고 80 ℃, 2 h 동안 반응시킨 다음 여과한 후 drying oven에서 80 ℃, 

24 h 동안 완전히 건조한 다음 전기로에서 300 ℃ 조건으로 2 h 동안 

처리한 후 최종적으로 얻어진 SN/C 복합체를 사용하였다.

2.3. SC/C 복합체의 제조

셀라이트를 10% 염산이 포함된 methanol로 세척한 후 중화될 때까

지 증류수로 세척한 다음 drying oven에서 120 ℃로 24 h 동안 건조시

켰다. Mechanical stirrer가 장치된 500 mL, 2-neck round flask에 질산

은 34 g을 취해서 증류수 200 mL에 녹여 넣고 celite 30 g을 가했다. 

여기에 sodiumcarbonate decahydrate 30 g을 취해서 300 mL의 증류수

에 녹인 용액을 천천히 가한 후 10 min 동안 더 교반을 수행하였다. 

반응이 완전히 종결된 후 yellow-green 색깔의 침전물을 여과한 후 

vacuum drying oven에서 24 h 건조시킨 다음 전기로에서 300 ℃ 조건

에서 2 h 동안 처리한 후 최종적으로 얻어진 SC/C 복합체를 사용하였다.

2.4. SN/C와 SC/C 복합체의 은 용출량 측정

SN/C와 SC/C 복합체의 은 용출량을 각각 측정하기 위하여 제조된 

SN/C와 SC/C 복합체를 각각 0.5 g, 1.0 g, 1.5 g, 그리고 2.0 g씩 취하

여 3차 증류수 100 mL에 혼합한 다음 shaking incubator에서 37 ℃, 

130 rpm의 조건으로 24 h 동안 용출시킨 다음 용출 액을 회수한 다음 

원자흡수분광기를 이용하여 정량하고 그 용출된 은 이온의 농도를 비

교 분석하였다. 

2.5. SN/C와 SC/C 복합체의 미세구조 관찰 및 X-선 회절분석

SN/C와 SC/C 복합체 표면의 미세구조를 알아보기 위해서 주사전

자현미경(SEM, Hitachi S-4200)을 이용하여 특성을 관찰하였다. 또한, 

은 활성탄 복합체 표면에 함유된 은 입자의 존재 유무와 입자 크기를 

확인하기 위하여 X-선 회절분석을 시행하였으며 source로 CuKα를 장

착한 Philips/X’Pert APD 분석 장비를 이용하였다.

2.6. SN/C와 SC/C 복합체의 항균특성분석

2.6.1. SN/C와 SC/C 복합체의 추출액과 균의 혼합배양

SN/C와 SC/C 복합체 0.5 g, 1.0 g, 1.5 g, 그리고 2.0 g을 멸균된 증

류수 100 mL에 각각 넣은 후 진탕 배양기에서 37 ℃, 130 rpm의 조건

으로 24 h 동안 정치시킨다. 여과기를 이용하여 여과한 은 이온 추출

액 각 50 mL를 100 mL 삼각플라스크에 넣고 여기에 Nutrient Broth 

0.5 g을 첨가하여 용해한 후 고압증기멸균기에서 121 ℃ 30 min간 멸

균을 시행하여 영양액체배지를 만들고 멸균된 시험관에 5 mL씩 분주

시킨다. 여기에 24 h 동안 배양한 대장균 액은 630 nm에서 흡광도가 

0.2가 되도록 희석한 다음 이것을 다시 50000배로 희석하여 영양액체

배지가 분주된 시험관에 20 µL를 접종한 후 진탕 배양기에서 37 ℃, 

130 rpm의 조건으로 24 h 배양 후 균의 증식 유무를 육안판정 하였다.

2.6.2. SN/C와 SC/C 복합체의 혼합평판법(pour plate method)

고형의 영양한천배지는 SN/C와 SC/C 복합체 0.5 g, 1.0 g, 1.5 g, 

그리고 2.0 g을 멸균된 증류수 100 mL에 각각 넣은 후 진탕 배양기에

서 37 ℃, 130 rpm의 조건으로 24 h 동안 정치시킨다. 여과기를 이용

하여 여과한 은 이온 추출액 50 mL를 각각 100 mL 삼각플라스크에 

Figure 1. UV-visible absorption spectrum of 1 × 10
-3
 M colloidal silver 

solution.

넣고 여기에 Nutrient Broth 0.5 g과 한천 1.5 g을 첨가하여 용해한 후 

고압증기멸균기에서 121 ℃ 30 min간 멸균을 시행하여 배양접시에 

각각 10 mL씩 분주한 다음 2.6.1항의 대장균 원액 100 µL를 첨가하여 

잘 혼합한 다음 상온으로 냉각하고 이것을 진탕 배양기에서 37 ℃, 

130 rpm의 조건으로 24 h 배양 후 집락수를 산출하였다.

3. 결과 및 고찰 

3.1. 은 나노 용액의 특성

은 나노용액의 흡수특성을 알아보기 위하여 제조된 은 나노 용액을 

3차 증류수를 이용하여 1 × 10
-3 

M의 농도로 희석하여 UV-vis 분광계

로 측정하여 그 흡수곡선을 Figure 1에 나타내었다. Figure 1에 나타낸 

바와 같이 은 나노 용액의 최대흡수 파장은 407 nm로 나타났으며 이 

결과는 전형적인 나노미터 크기를 가지는 구형의 은 입자가 나타내는 

흡수파장으로 감마선 조사에 의해 제조된 은 나노 용액에  나노 크기

의 은 입자가 존재한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다[15].

3.2. SN/C와 SC/C 복합체의 미세구조 및 X-선 회절 특성

SN/C와 SC/C 복합체의 표면상태 변화를 알아보기 위하여 각각의 

시료에 대한 주사전자현미경 사진을 Figure 2의 (a)와 (b)에 각각 나타

내었다. Figure 2에 나타난 바와 같이 SN/C와 SC/C 복합체의 경우 각

각 표면상태 및 복합체 입자의 크기와 모양은 직경이 약 50 µm의 원

반 형태에 직경이 약 2∼4 µm의 다공성 홀을 가지는 구조로 되어 있

으며 이 결과는 SN/C와 SC/C 복합체의 경우 입자의 크기와 모양은 

유사한 형태를 하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Figure 2

의 주사전자현미경 분석결과로서는 셀라이트에 은이 포함된 사실을 

육안으로 판별하기가 불가능하였다. 따라서 SN/C와 SC/C 복합체의 

X-선 회절분석 결과를 Figure 3에 나타내었다. Figure 3에 의하면 

SN/C [Figure 3(a)]와 SC/C [Figure 3(b)]복합체의 경우 2θ = 38.1°, 

44.2°, 64.4°, 그리고 77.4° 각각 Ag(111), Ag(200), 그리고 Ag(220) 회

절패턴을 확인할 수 있었으며 이 결과는 Figure 2에 SN/C와 SC/C 복

합체에 은 나노 입자가 존재함을 입증하는 결과라 할 수 있다[16].

3.3. SN/C와 SC/C 복합체의 은 이온 용출량과 항균특성

SN/C와 SC/C 복합체의 항균특성을 알아보기 위하여 증류수에 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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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b)

Figure 2. SEM images of (a) SN/C and (b) SC/C composites.

Figure 3. X-ray diffraction profiles of (a) SN/C and (b) SC/C com-

posites.

출된 은 이온의 용출량에 따른 대장균의 항균특성 실험한 후 그 결과

를 비교하여 Table 1과 Table 2에 각각 나타내었다. 먼저 SN/C 복합체

의 경우 Table 1에 나타낸 바와 같이 SN/C 복합체 0.5, 1.0, 1.5, 그리

고 2.0 g을 각각 증류수 100 mL에 용출시켰을 때 용출된 은 이온의 

농도가 각각 0.290, 0.541, 0.911, 그리고 1.427 ppm으로 나타났다. 이 

농도에 따른 대장균의 항균도 검사에서는 0.541 ppm에서 주목할 만

한 항균특성이 나타났으며 1.427 ppm의 농도에서는 대장균이 완전히 

사멸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다음으로 Table 2의 SC/C 복합체의 

경우 0.5, 1.0, 1.5, 그리고 2.0 g을 각각 증류수 100 mL에 용출시켰을 

때 용출된 은 이온의 농도가 각각 0.344, 1.623, 3.094, 그리고 4.656 

ppm으로 나타났으며 용출된 은 이온의 농도에 따른 대장균의 항균도 

검사에서는 0.344 ppm에서부터 주목할 만한 항균특성이 나타났고 

1.623 ppm 농도에서 부터는 대장균이 완전히 사멸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4. 결    론

본 연구에서는 SN/C와 SC/C 복합체를 제조한 후 복합체 표면의 미

Table 1. Effect of SN/C Composite in Water on the Destruction of E. 

coli.

 SC/C composites (g) / 

water (mL)

Concentration of Ag
  

(ppm)

E. coli. 

(Conc./mL)

Blank 0 7.2 × 10
7

0.5 / 100 0.290 1.5 × 10
7

1.0 / 100 0.541 2.7 × 10
4

1.5 / 100 0.911 4.3 × 10
2

2.0 / 100 1.427
a

N.D.

a

 N.D. = Not Detected

Table 2. Effect of SC/C Composite in Water on the Destruction of E. 

coli.

SC/C composites (g) / 

water (mL)

Concentration of Ag
 

(ppm)

E. coli. 

(Conc./mL)

Blank 0 6.9 × 10
7

0.5 / 100 0.344 5.0 × 10
6

1.0 / 100 1.623
a

N.D.

1.5 / 100 3.094
a

N.D.

2.0 / 100 4.656
a

N.D.

a

 N.D. = Not Detected

세구조를 주사전자현미경을 통하여 복합체 표면특성을 분석한 결과 

각각 약 50 µm의 원반 형태에 직경이 약 2∼4 µm의 다공성 홀을 가

지는 구조를 확인하였으며 X-선 회절분석을 통하여 각 복합체에 은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확인하였다.

또한, 이들 복합체의 항균특성을 알아보기 위하여 각 복합체에 존

재하는 은을 증류수에 용출하여 은 이온을 정량하고 용출된 은 이온

의 농도에 따라서 대장균에 대한 항균특성을 시험한 결과 SN/C와 

SC/C 복합체의 대장균 대한 최소 억제농도는 0.541과 0.344 ppm이었

고 완전 사멸농도는 1.427과 1.623 ppm으로 나타났다. 이 결과로 

SN/C와 SC/C 복합체의 대장균에 대한 항균효과를 확인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제조된 SN/C와 SC/C 복합체의 경우 대장균에 

대해서 매우 우수한 항균특성을 나타낸다는 사실과 물에 대한 용출량

은 SN/C보다 SC/C가 높게 나타남을 확인하였으며 차후 항균특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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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하는 건축내장재 및 다양한 표면코팅제의 충진제로서 적용이 가

능할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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