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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에서는 초음파환원법을 이용하여 이산화티탄(TiO2) 미립자 표면에 은나노메탈이 도핑된 Ag-TiO2 나노복합체를 
제조하였다. TiO2 표면에 생성되는 은나노금속은 약 1∼3 nm의 사이즈분포를 나타내었고, 환원반응시 첨가되는 
AgNO3의 양이 증가할수록 TiO2 표면에 형성되는 은나노금속의 개수가 증가하였다. 이렇게 얻어진 일정량의 Ag-TiO2 
나노복합체를 대장균(E-coli)과 함께 고체멸균배지에 도말하여 태양광모사 제논램프로부터 30 min간 600∼1800 µw/cm2

의 빛을 조사한 후 37 ℃에서 24 h 배양한 후 생존한 콜로니의 개수를 측정하였다. 실험 결과 대조군대비 순수한 TiO2를 
첨가했을 때보다 Ag-TiO2를 첨가 시 항균활성도가 더 높게 나타났다. 또한 Ag-TiO2 주입양이 증가할수록 콜로니의 
개수가 감소하였고, 초기 30 min간 조사한 빛의 세기가 증가할수록 Ag-TiO2의 항균효과가 증가하였다. 또한 은나노금속
의 도핑양이 증가할수록 광촉매 효율은 감소하였지만 항균효과는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경향을 나타내었다.

In this work, Ag-TiO2 nanocomposites were prepared via the sonochemical deposition of Ag nanometals on TiO2 
nanoparticles. The size of deposited Ag nanometals was ranged in 1∼3 nm and the number of Ag nanometals deposited 
on TiO2 increased in proportion to the dosage amounts of Ag precursors. As-prepared Ag-TiO2 was loaded on the sterilized 
agar plate together with an aliquot volume of diluted E-coli, followed by 30 min irradiation of the solar simulated light (600∼
1800 µw/cm2). Finally, the agar plate was incubated for 24 h at 37 ℃ and the number of survived colonies were counted. 
It was experimentally confirmed that Ag-TiO2 exhibited the higher antimicrobial activity than that of pure TiO2, based on 
measuring the colony number of control sample. The survived colony numbers on the agar plate decreased with the increase 
of dosage amounts of Ag-TiO2 and the irradiated intensity of solar simulated light for 30 min before incubating. The increase 
of Ag nanometal doposition induced the progressive enhancement of antimicrobial activity, but rather reduced the photo-
catalytic activity of Ag-TiO2 probably due to the excessive presence of Ag nanometals on TiO2 matri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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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1)

이산화티탄(TiO2) 나노입자는 광에너지를 이용하여 항균, 악취제거, 
친수/자정기능, 환경호르몬 등을 2차 오염 없이 안전하고 용이하게 분

해할 수 있는 친환경 광촉매소재이다[1-3]. 그러나 TiO2 반도체소재는 

3.0 eV 이상의 밴드갭 에너지를 가지므로 자외선(UV) 영역의 빛을 제

외한 넓은 파장 영역대의 가시광 흡수도에 있어서는 한계를 가지게 

된다. 따라서 나노사이즈의 귀금속을 도핑하게 되면 광흡수도를 높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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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전자-홀 쌍의 재결합속도를 감소시킴으로써 광촉매 기능의 향상을 

이룰 수 있다[4]. 이산화티탄 나노입자 표면에 자체 항균성이 있는 Ag
를 나노사이즈로 도핑하게 되면 광기능성 및 항균효과가 증진되어, 
자외선차단, 항균효과, 청정 분해기능이 향상된 다양한 응용분야(항균

필터, 화장품 첨가제, 광촉매소재, 전극소재)에 적용이 가능하다[5-7]. 
실버화합물(나노실버입자(SNPs) 포함)은 박테리아, fungi, 바이러스 

등 다양한 미생물들에 대한 항균효과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8]. 실버화합물은 phosphate uptake의 방해, 효소의 비활성화, 멤
브레인 기능의 파괴 등을 통해 미생물을 효과적으로 사멸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지만 나노실버입자(SNPs)의 항균효과에 대해서는 다양한 

견해들이 존재하고 있다[9]. 예를 들어 SNPs로부터 용출된 Ag+ 이온

의 역할과 미생물에 대한 항균효과에 대해서, Navarro 등은 나노실버 

자체는 미미한 항균효과를 가지고 있으며 단지 용출된 Ag+ 이온의 공

급원 역할을 담당한다고 결론을 내렸다[10]. 반면에 Febrega 등은 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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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1. Schematic diagram of sonochemical reduction apparatus for 
the synthesis of Ag nanometal-deposited TiO2 (Ag-TiO2). 

출된 Ag+ 이온의 효과는 미미하나 미생물이 나노실버와 접촉하면서 
주요한 항균효과가 발생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11]. Kawatta 등도 나

노실버에 의한 항균효과가 순전히 Ag+ 이온에 의해서만 이루어진다고 
볼 수 없다고 주장한 바 있다[12].

일반적으로 귀금속 나노메탈의 도핑은 금속염과 이산화티탄(TiO2) 
소재를 공침시켜 금속이온을 이산화티탄 표면에 흡착시킨 후에 강열

과정을 통해서 이산화티탄 표면에 나노사이즈의 귀금속을 도핑하게 

된다[13]. 또한 졸-겔 공정을 이용하여 금속염과 이산화티탄 전구체의 

혼합물로부터 겔 형태의 중간체를 만들고 건조 및 강열, 그리고 최종

적으로 분쇄과정을 거쳐 나노분말 형태의 이산화티탄-메탈 복합체를 

제조하기도 한다[14,15]. 그러나 제조공정의 복잡함과 과량의 에너지

소비 등의 단점을 극복하기 위해서 최근에는 초음파환원법 혹은 광환

원법을 이용하여 나노사이즈의 귀금속 메탈(Au, Ag)을 이산화티탄 표

면에 도핑하는 방법이 많이 연구되고 있다[4,16-19]. 그러나 광환원법

에 의해 이산화티탄 표면에 귀금속 메탈을 도핑시 균일한 나노사이즈 

분포를 얻기가 어렵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초음파환원법을 이용하여 은나노메탈을 이

산화티탄 표면에 균일하게 도핑하고, 이렇게 얻어진 Ag-TiO2 복합체의 
광촉매 특성 및 이산화티탄 표면에 도핑된 은나노메탈의 양, 전처리 

광조사의 강도, Ag-TiO2 첨가량에 따른 미생물의 항균효과를 연구하

였다. 특히 Ag 전구체의 첨가량에 따라 TiO2 표면에 도핑되는 Ag 나
노메탈의 농도를 제어하고 이렇게 제조된 Ag-TiO2 복합체의 광촉매 

분해반응과 E-coli 사멸에 대한 항균효과를 살펴보았다. 또한 이산화

티탄 표면에 나노메탈의 도핑이 광촉매 및 항균효과에 미치는 작용기

작에 대해서도 간단한 고찰을 수행하였다. 

2. 실험내용 및 방법

2.1. Ag-TiO2 나노복합체 제조

Ag 나노메탈이 도핑된 이산화티탄 나노분말(P25 Degusa)은 초음파 

환원법을 이용하여 제조하였다. Figure 1에서 보는 바와 같이 반응기에 
50 mL의 HPLC 순수에 이산화티탄분말 1 mg을 넣고 질소 분위기하

에서 약 10 min 동안 교반을 시켜주었다. 그 다음 0.06 M의 은전구체 

AgNO3 (99.99%) 수용액 0.2 mL를 첨가하고, 그 후에 2-프로판올

(2-propanol) 13 µL, 수산화암모늄(NH4OH, 28%) 50 µL을 각각 넣어

준 후 교반하면서 초음파에너지를 2 h 부여하였다[20]. 이때 초음파에

너지는 30 mW의 조건하에서 반응온도는 40 ℃를 초과하지 않도록 

이중관 반응기에 물을 환류하면서 반응을 진행하였다. 반응이 끝난 

후 각각 4000, 4500 및 5000 rpm으로 3번에 걸쳐 원심분리를 하고 얻

어진 Ag-TiO2 나노분말은 상온에서 보관하였다. 이때 모든 시약은 

Sigma Aldrich에서 구입하여 전처리 없이 사용하였다. 

2.2. Ag-TiO2의 광분해도 측정

UV 조사에 의한 Ag-TiO2 광촉매 활성도는 메틸오렌지가 광분해된 

후 잔류된 성분의 농도와 초기농도 간의 차이를 비교함으로써 이루어

졌다. 10 mL의 Ag-TiO2 (0.2 mg/mL) 수용액과 메틸오렌지(30 ppm) 
수용액 40 mL를 섞은 혼합용액이 들어있는 용기에 UV (< 400 nm)를 

2 h 조사하여 광촉매 분해반응을 진행하였다. 반응이 완결된 후 UV-vis 
spectroscopy (Agilent 8453)를 이용하여 465 nm에서 메틸오렌지의 초기 
흡광도 수치와 광분해 반응이 완결된 후의 흡광도 수치를 비교하면 

분해반응이 일어난 메틸오렌지의 농도의 측정이 가능하다.

2.3. Ag-TiO2의 항균성 측정 

액상배지에서 하루 동안 충분한 농도로 하루 동안 배양한 대장균을 

샘플링한 후 1/5000로 희석하여 고체 평판배지에 도말한 후에 Ag-TiO2 
나노분말 수용액(10 mg Ag-TiO2/50 mL H2O) 일정양(0.1∼0.8 mL)을 

함께 도말하였다. 이때 사용하는 고체배지는 LB Broth 5 g, 아가로즈

(Agarose) 3.8 g을 넣어 고압 증기 멸균기에서 20 min간 120 ℃에서 

멸균하여 굳힌다. 대장균과 나노분말 수용액을 각각 0.1 mL 도말한 

고체배지는 태양광모사 제논램프로부터 600∼1800 µW/cm2의 세기로 

30 min간 조사를 하였으며, 이때 광원과 도말된 고체배지 사이의 

거리는 약 20 cm를 유지하였다. 이와 같이 준비된 고체배지 plate를 

37 ℃ 항온배양기에서 24 h 배양을 하면 고체배지 표면위에 살아남은 

대장균의 집단(콜로니), 즉 최고 생균수가 나타나는데, 이를 Ag-TiO2가 
첨가되지 않은 대조군 샘플과 비교해서 생성된 콜로니의 개수를 측정

하게 되면 Ag-TiO2의 항균효과를 상대적으로 비교할 수 있게 된다. 
나노복합체의 항균활성도 비교는 식 (1)을 통해 계산하였다 [6].

항균활성도 = [Ag-TiO2 첨가 콜로니개수] / 
[대조군 생성 콜로니개수] × 100 (%)     (1) 

  

3. 결과 및 고찰

3.1. 광촉매 특성

Figure 2는 TEM (H7600, HITACHI at 80 kV)을 이용하여 은나노가 

도핑된 Ag-TiO2의 이미지를 나타내주고 있는데, 초음파 환원반응시 

첨가되는 Ag 전구체의 양이 증가함에 따라 TiO2 표면에 도핑되는 은

나노메탈의 개수(혹은 농도)가 증가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고, 그러나 
TiO2 표면에 도핑된 은나노메탈은 약 1∼3 nm의 비교적 균일한 사이

즈 분포를 보여주었다.
Figure 3은 은나노메탈 도핑량이 다른 Ag-TiO2를 이용하여 UV 램

프로 30 min 조사 후 메틸오렌지 성분의 광분해도를 측정하여 비교하

였다. 초음파 환원반응을 통하여 은나노메탈이 도핑된 Ag-TiO2의 제

조시 첨가되는 AgNO3 (1.0 wt%)의 부피는 0.1∼0.6 mL의 범위로 하

였다. 이때 AgNO3가 0.2 mL 첨가되어 생성된 Ag-TiO2 (0.2 mL AgNO3 
첨가)는 메틸오렌지의 광분해율이 약 80%로 나타났으며, AgNO3의 

주입량이 0.4 mL, 0.6 mL로 증가된 경우에는 오히려 Ag-TiO2의 광촉

매 분해율이 감소하는 경향을 나타내주었다. 이러한 결과는 이산화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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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2. TEM images of Ag nanometal-deposited TiO2 (Ag-TiO2) 
prepared by different loading volumes of 1.0 wt% AgNO3 : (a) 0.2 mL 
of 1.0 wt% AgNO3, (b) 0.4 mL of 1.0 wt% AgNO3, and (c) 0.8 mL 
of 1.0 wt% AgNO3. 

Figure 3. Photocatalytic degradation of methyl orange by Ag-TiO2

prepared by different loading volumes of 1.0 wt% of AgNO3 under 
UV light irradiation for 30 min.

Figure 4. Antimicrobial activity by the injection of prisitne TiO2 (10 mg of TiO2/50 mL of H2O) on the solid-state media under the light irradiation 
of 1800 uw/cm2 for 30 min : a) Standard sample without light irradiation (100% growth), b) Standard sample with light irradiation (74% growth), 
c) 0.2 mL injection of TiO2 (11.1% growth), d) 0.3 mL injection of TiO2 (8.6% growth), e) 0.1 mL injection of Ag-TiO2 (0.1 mL of AgNO3) 
(5.5% growth), f) 0.2 mL injection of Ag-TiO2 (0.1 mL of AgNO3) (2.3% growth), and g) 0.3 mL injection of Ag-TiO2 (0.1 mL of AgNO3) (0.2% 
growth).

탄 표면에 도핑된 은나노의 양이 증가할수록 오히려 Ag-TiO2 광촉매 

활성도에는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3.2. 항균특성

3.2.1. Ag-TiO2 주입량에 따른 항균효과

액상배지에서 하루 동안 배양한 E-Coli 균주를 1/5000로 희석하여 

0.1 mL 샘플을 취한 후 일정량의 Ag-TiO2와 함께 고체 평판배지에 도말

하였다. 도말된 평판배지를 태양광모사 제논램프로부터 1800 µw/cm2

의 빛을 약 30 min간 조사한 후 37 ℃ 미생물 배양기에 하루 동안 배

양하여 생성된 콜로니의 개수를 측정하였다. Figure 4에서 보는 바와 

같이 순수한 TiO2가 첨가된 경우보다 Ag-TiO2가 첨가된 고체배지에 

생성된 콜로니의 개수가 크게 감소하였다. 또한 첨가되는 Ag-TiO2의 

주입량이 0.1 mL → 0.3 mL로 증가함에 따라 고체배지에 생성된 콜

로니의 개수가 급격히 감소함을 알 수 있었다. 예를 들어 TiO2와 

Ag-TiO2가 각각 0.3 mL 첨가된 고체배지에 생성된 콜로니의 개수는 

대조군대비(대장균만 도말됨) 콜로니의 생존율이 각각 8.6% 및 0.2%

로 나타났다. 초음파환원법에 의해 제조된 Ag-TiO2는 소량의 첨가에 

의해서도 뛰어난 항균효과를 나타내 주었으나, 순수한 TiO2가 첨가된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항균효과가 많이 떨어지는 것을 알 수 있었다.

3.2.2. 은나노메탈 도핑량에 따른 항균성 

초음파환원법을 이용한 Ag-TiO2 복합체 제조시 AgNO3 전구체 첨

가량에 따라 TiO2 표면에 도핑되는 은나노메탈의 개수(혹은 농도)가 

달라지는 것을 알 수 있었다(Figure 2 참조). 따라서 은나노메탈 도핑량

이 다른 Ag-TiO2와 E-coli를 함께 고체배지에 도말한 후 초기 30 m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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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5. Antimicrobial activity by the injection of 0.1 mL of TiO2 and Ag nanometal-deposited TiO2 (Ag-TiO2) with different loading volumes 
of 1.0 wt% AgNO3 on the solid-state media under the light irradiation of 1200 µw/cm2 for 30 min : a) Standard sample with light irradiation 
(100% growth), b) pristine TiO2 (48% growth), c) Ag-TiO2 (0.1 mL of AgNO3) (36% growth), d) Ag-TiO2 (0.2 mL of AgNO3) (24% growth), 
e) Ag-TiO2 (0.4 mL of AgNO3) (5% growth), f) Ag-TiO2 (0.6 mL of AgNO3) (3.8% growth), and g) Ag-TiO2 (0.8 mL of AgNO3) (0.8% growth).

Figure 6. Antimicrobial activity by the injection of 0.1 mL of TiO2 and Ag nanometal-deposited TiO2 (Ag-TiO2) with different loading volumes 
of 1.0 wt% AgNO3 on the solid-state media under the light irradiation of 600 µw/cm2 for 30 min : a) Standard sample with light irradiation (100% 
growth), b) pristine TiO2 (63.5% growth), c) Ag-TiO2 (0.2 mL of AgNO3) (63.5% growth), d) Ag-TiO2 (0.4 mL of AgNO3) (55.8% growth), 
e) Ag-TiO2 (0.6 mL of AgNO3) (26.2% growth), and f) Ag-TiO2 (0.8 mL of AgNO3) (5.8% growth).

간 1200 µw/cm2의 빛을 조사한 후 37 ℃에서 하루 동안 배양하여 항

균성의 차이를 고찰하였다. Figure 5에서 보는 바와 같이 0.1 mL의 동

일한 첨가량에 대해서 이산화티탄 표면에 도핑된 은나노메탈의 농도가 
증가할수록 생성된 콜로니의 개수가 급격히 감소함을 알 수 있었다. 
예를 들어 순수한 TiO2에 비해서 Ag-TiO2 (0.2 mL AgNO3)의 항균

효과(E-Coli 사멸율)는 약 2배 이상 향상된 결과를 나타내주었다. 즉, 
TiO2 표면에 도핑된 은나노메탈의 농도가 증가할수록 E-Coli의 생존

율은 지속적으로 감소함을 나타내주었다. 이러한 실험결과는 Ag-TiO2

를 이용한 메틸오렌지 광분해 효율 양상과는 다른 경향을 나타내주었고, 
결국 Ag-TiO2의 항균효과는 은나노 도핑량에 비례하는 것으로 나타

났다. 결론적으로 TiO2 표면에 도핑된 은나노메탈의 농도가 증가할수록 
Ag-TiO2의 항균성도 증가함을 알 수 있었다.

3.2.3. 빛의 조사세기에 따른 항균성

Figure 6은 태양광모사 제논램프의 세기를 600 µw/cm2로 낮추어 

Ag-TiO2의 항균특성을 고찰하였다. 조사되는 빛의 세기가 각각 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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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7. Enhanced photocatalytic activity of Ag nanometal-deposited 
TiO2 (Ag-TiO2) due to the efficient separation of electron-hole pairs.

µw/cm2 (Figure 4), 1200 µw/cm2 (Figure 5)의 결과와 비교해보면, Ag-TiO2

의 항균효과는 초기 조사되는 빛의 세기가 감소함에 따라 감소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예를 들면 Ag-TiO2 (0.2 mL AgNO3)의 경우 1200 
µw/cm2의 조건하에서 대조군 대비 약 24%의 콜로니의 생존율을 나타

내주었으나, 600 µw/cm2로 빛의 세기를 낮추게 되면 약 64%의 콜로니 
생존율을 나타내주어 약 40%의 차이를 나타내주었다. 이러한 항균

효과의 차이는 은나노 도핑량이 증가함에 따라 점차적으로 줄어들어 

Ag-TiO2 (0.8 mL AgNO3 첨가)의 경우에는 빛의 조사세기 변화에 따라

(1200 µw/cm2 → 600 µw/cm2) 약 5% 이내로 생존율 격차를 나타내 

주었다. 결론적으로 초음파환원법으로 제조된 Ag-TiO2의 경우 초기 

30 min간 일정세기 빛의 조사 하에서 은나노 도핑량이 증가하면 충분한 
항균효과를 나타내줄 수 있음을 알 수 있었다.  

3.3. 은나노-이산화티탄(Ag-TiO2) 작용 메커니즘 고찰  

Ag-TiO2 복합체의 광분해 특성은 UV 조사에 의해 분리된 전자-홀 
쌍의 재결합이 일어나기 전에 hole이 유기분자를 만나 산화반응을 

일으키게 되며 결국 유기분자의 분해가 일어나게 되는 것이다(Figure 7). 
특히 이산화티탄 표면에 나노메탈이 도핑되면 금속메탈의 낮은 페르

미레벨에 의해 분리된 전자의 임시 저장소 역할을 하게 되고 전자-홀 

쌍의 분리효율을 향상시켜 주게 되고 결국 이산화티탄의 광촉매 활성

이 향상되는 것이다[1,4]. 그러나 Figure 3의 결과에서 보는 바와 같이 

TiO2 표면에 도핑 되는 은나노메탈의 농도가 증가됨에 따라 광분해율 

감소가 일어나는데, 이는 과량으로 도핑 된 은나노메탈이 빛의 흡수

나 분해성분 흡착에 필요한 표면감소 등을 유발하는 역할을 하기 때

문으로 사료된다[20,21]. 
은나노메탈 복합체를 E-coli와 함께 고체배지에 도말한 후 초기 

30 min간 태양광모사 제논램프를 통해 조사하게 되는데 이때 일부 자

외선 파장 빛에 의한 광촉매 분해반응을 통해 E-coli의 사멸이 일부 

발생하게 된다. 그러나 Figures 5와 6의 실험결과에서 보는 바와 같이 

도핑 되는 은나노메탈의 양이 증가됨에 따라 Ag-TiO2의 항균효과는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양상을 나타내주고 있는데, 이는 초기 태양광

모사 제논램프에서 조사되는 빛에 의한 광분해 반응에 따른 콜로니의 

사멸보다는 도핑 된 은나노메탈의 항균효과가 우세하게 작용하는 것

으로 해석할 수 있다. 이러한 은나노메탈 항균효과는 Pratsinis 등의 

연구에서 확인한 바와 같이 나노실버의 사이즈가 10 nm 이하의 경우

에는 Ag+ 이온의 녹아 나옴이 상대적으로 용이하여 Ag+ 이온에 의한 

항균효과가 우세하게 나타난다고 보고한 바 있다[22]. 따라서 나노실

버의 도핑양이 많은 Ag-TiO2 (0.6 mL AgNO3 첨가)의 경우에 Ag-TiO2 

(0.2 mL AgNO3 첨가)보다 광촉매 효율은 낮으나 대장균 사멸에 대한 

항균효과는 더 크게 나타남을 알 수 있었다. 따라서 은나노메탈은 

TiO2 광분해율의 향상뿐만 아니라 도핑 된 은나노메탈의 접촉 혹은 

Ag+ 이온의 용출 효과를 통해서 세포의 사멸을 유도함으로써 항균성

의 향상을 가져왔다.

4. 결    론

본 연구에서는 초음파환원법을 이용하여 이산화티탄(TiO2) 나노

미립자 표면에 은나노메탈을 도핑하고, 이때 얻어진 Ag-TiO2 복합체의 
항균효과를 고찰하였다. 실험결과 도핑 되는 은나노메탈의 양이 증가

할수록, 태양광모사 제논램프로부터 30 min간 초기 조사되는 빛의 세

기가 증가할수록, 그리고 Ag-TiO2 주입량이 증가할수록 대장균 사멸에 
대한 항균효과는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에 은나노메탈의 도

핑양이 과량일 경우 오히려 Ag-TiO2 광촉매 활성은 감소하는 결과를 

나타내주었다. 이러한 실험결과는 광촉매 활성에 있어서는 적절한 양의 
은나노 도핑이 필요하나 항균효과에 있어서는 도핑 되는 은나노메탈의 
양이 증가할수록 더 효과적임을 나타내주었다. 즉, Ag-TiO2 복합체의 

항균효과는 광분해 반응에 따른 대장균 사멸뿐만 아니라, 은나노메탈의 
세포접촉 혹은 Ag+ 이온의 용출을 통해 지속적인 대장균 사멸효과를 

나타내주었다. 향후 Ag-TiO2 나노복합체의 기능성(광분해, 항균성) 강
화를 통해서 다양한 응용분야(항균필터, 광촉매소재, 전극소재)에 적

용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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