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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색합성법에 기인한 식품포장용 키토산-은나노 항균 복합필름의 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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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We studied the green synthesis and antibacterial activity of chitosan-silver (Ag) nanocomposite films for
application in food packaging. Green synthesis of Ag nanoparticles (AgNPs) was achieved by a chemical reaction
involving a mixture of chitosan-silver nitrate (AgNO

3
) in an autoclave at 0.1 MPa, 121oC, for 15-120 s. The formation of

AgNPs in chitosan was confirmed by both UV-Visible spectrophotometry and transmission electron microscopy (TEM) and
the effects of chitosan-AgNO

3
 concentration and reaction time on the synthesis of AgNPs in chitosan were examined. The

resulting chitosan-Ag composite films were characterized by various analytical techniques and their antibacterial activity
was evaluated based on the formation of halo zones around films, indicating inhibition of the growth of Escherichia coli.
A fourier-transform infrared (FTIR) spectroscopy analysis showed that free amino groups in chitosan acted as effective
reductants and AgNP stabilizers. The composite films exhibited enhanced antibacterial activity with increasing Ag content
on the surface of as-prepared composite film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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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건강과 환경의 중요성이 부각되면서 화석연료의 의존을 줄이

고 지속가능성 물질의 개발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으며 이는

소비자들의 기호에도 영향을 주고 있다. 이에 따라 제품을 보관·

운반하는 포장의 1차 기능뿐만 아니라 보관수명(shelf life)을 연

장시키고 제품의 품질을 더욱 향상시키는 기능성 및 액티브(active)

포장에 대한 관심이 증대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적절한 포장 방

법과 기술에 대한 연구가 활발하다(1).

액티브 포장은 기능성 포장재를 통해 보관수명을 연장시키고

포장재 내의 물질과 직접적인 상호작용을 하며 제품의 품질을 향

상시키는 포장으로 정의되며(2) 신선도 유지 포장재, 선택투과성

포장재, 전자렌지적성 포장재, 고차단성 포장재 및 항균포장재 등

으로 분류된다. 특히 항균포장재는 세균과 같은 미생물에 의한

식품의 변패 및 오염을 방지하고 식품의 제품가치를 높여줄 뿐

만 아니라 생산자와 유통업체의 경제적 손실을 감소시키는 혁신

적인 액티브 포장이라 할 수 있다(3). 또한 항균포장재에 쓰이는

항균물질은 화학적 처리법에 사용되는 살균소독재와 달리 식품

첨가물로 허가되어 있는 합성물질 또는 천연물로 한정되어 있어

화학물질에 대한 소비자들의 거부감 완화 및 제거와 식품의 보

존성 및 안전성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기술적 대안이 되고 있다.

주요 항균물질로는 식물추출물, 에센스오일(리날룰(linalool), 티몰

(thymol) 등), 효소(라이소자임(lysozyme) 등), 키토산, 박테리오신

(니신(nisin), 젖산균(latic acid bacteria) 등), 나노무기물질(티타늄

디옥사이드(TiO
2
), 징크옥사이드(ZnO), 은 등) 등의 다양한 소재

들이 항균포장재에 응용, 연구되고 있으며(4-7) Weng과 Hotchkiss

(8)는 천연화합물 imazalil을 포장재료에 첨가하여 항균효과를 연

구하였고 Muriel-Galet 등(9)은 허브의 천연추출물을 이용한 항균

포장재를 개발하였다.

특히 은은 인체에 해가 없고 독성이 없으며, 미생물 체내의 신

진대사 기능을 억제하여 650여 종류의 유해 세균을 죽이는 것으

로 알려져 있으며(10) 최근 나노기술의 발전으로 다양한 형태를

갖는 나노미터 크기의 은으로 합성이 가능하게 되었다. 은나노는

필름 내 분산성 및 안정성 등이 우수하고 높은 비표면적으로 인

한 미생물의 세포벽과의 접촉 기회가 증가함에 따라 세포벽의 파

괴를 가속화하여 항균력을 극대화시킴으로서 매우 효율적인 항

균물질로서 알려져 있다(11). 은나노 합성법에는 자외선을 이용

한 광 환원법(12)과 박테리아나 곰팡이들을 이용한 생체합성(13)

등의 다양한 방법이 있으며 가장 일반적으로 쓰이는 방법은 은

합성의 전구체로서 질산은(AgNO
3
)과 수소화붕소나트륨(NaBH

4
)과

같은 환원제를 사용하여 양이온화된 은(Ag+)으로부터 은 입자

(Ag0)를 생성하고 은의 콜로이드 용액에서 여분의 BH
4

−들이 은 입

자를 둘러싸게 되면 정전기적 반발에 의해 나노 입자의 형태가

유지되는 경로이다(11). 그러나 수소화붕소나트륨의 경우 수용액

상태에서 자연분해가 되지 않고 이로 인한 수질환경의 장기적 악

영향으로 인해 친환경적 합성법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으며 최

근에는 녹색합성법(green synthesis)을 통한 은나노 합성법에 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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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가 활발하다(14).

녹색합성법은 녹색화학(green chemistry)에 기인한 합성법으로

환경위해성을 갖는 화학물질의 사용을 적극적으로 배제하고 자

연유래 천연물질을 활용하는 합성법으로 정의된다(15). 일반적으

로 나노물질의 합성에 있어 친환경성, 가격효율성, 생체적합성 등

을 갖춘 다당류, 꿀, 해초, 허브잎 추출물, 키토산 등을 환원제 및

안정제로 사용하여 은나노를 합성한 사례들이 발표되었다(16).

게, 가재, 새우 등 갑각류의 껍질로부터 얻는 키틴은 셀롤로오

스 다음으로 풍부한 천연고분자로 셀롤로오스 C-2위치의 -OH가

-CH
3
CONH로 치환된 구조이며 셀롤로오스와 매우 비슷한 구조를

가진 불용성 물질이다. 키틴의 -CH
3
CONH의 탈아세틸화를 통해 얻

어지는 키토산은 생분해성과 생체적합성이 탁월하고 인체에 무독

하다고 알려진 천연고분자로 천연고분자 중 유일한 양이온성을 갖

는 물질로 필름형성력이 우수하다고 알려져 있다(17-20). 키토산은

또한 풍부한 활성 아미노기와 히드록시기를 가지고 있으며 활성

아미노기의 수는 키틴의 탈아세틸화 정도에 따라 달라지므로 안정

적인 합성을 위하여 70% 이상 탈아세틸화된 키토산을 이용한다(17).

본 연구는 친환경 천연고분자인 키토산의 활성 아미노기와 히

드록시기를 이용하여 은나노 녹색합성을 수행하고 이를 통해 얻

어진 키토산-은나노 복합물질의 항균성 필름 개발을 목적으로 한

다. 키토산 및 은나노 합성의 전구체로 사용되는 질산은의 농도

그리고 반응시간에 따른 은나노의 녹색합성 영향을 파악하고 키

토산 내 화학구조의 변화 및 은나노의 질량비를 확인하였다. 또

한 녹색합성된 은나노 함유 키토산 필름을 제조하고 이의 항균

성 평가를 통해 새로운 형태의 친환경 항균성 식품포장소재로서

의 높은 응용가능성을 제시하였다.

재료 및 방법

실험재료

키토산-은나노 합성을 위해 순도 90% 이상의 80% 디아세틸화

된 키토산(Bio Basic Inc., Markham, Canada)과 은나노 입자 합성

의 전구체로서 질산은(silver nitrate, Alfa Aesar, Ward Hill, MA,

USA)을 사용하였고, 키토산 용해를 위한 용매로서 1% (v/v) acetic

acid (Alfa Aesar, Ward Hill, MA, USA)를 사용하였다. 항균평가

를 위해서는 MacConkey Agar (211387, BD Difco, Sparks, MD,

USA)와 Nutrient Broth (234000, BD Difco, Sparks, MD, USA)

를 사용하였다.

키토산-은나노 합성

1% acetic acid 용액에 0.5-2% 농도의 키토산을 12시간 동안 상

온에서 용해시킨 후 용해된 키토산용액 10 g과 질산은 용액(3-

100 mM) 1 mL를 혼합하였다. 키토산-질산은 혼합용액을 일정시

간 골고루 교반한 뒤 autoclave에 121oC, 0.1 MPa 조건에서 15-

120초 동안 합성하였고 상온에서 자연냉각 시켰다. 합성된 키토

산-은나노 용액은 petri dish (90×15 mm)에 10 mL씩 가한 후

60oC 오븐에서 12시간 동안 건조시켜 항균성 평가에 사용 될 키

토산-은나노 필름을 제조하였다. 제조된 필름은 NaOH (1 M)로

중화시킨 후 증류수를 이용하여 3-5회 세척한 뒤 60oC 오븐에서

1시간 동안 건조시켰다.

분석

키토산 내 은나노 합성 유무의 확인을 위해 UV-Visible spec-

troscopy (OPTIZEN 2120UV, Mecasys, Daejeon, Korea)와 FTIR

spectroscopy (Spectrum 65, Perkin Elmer, Waltham, USA)분석을

수행하였다. UV-Visible 흡수 스펙트럼은 300-800 nm 파장 범위

에서 측정하였으며 FTIR의 경우 attenuated total reflectance

(ATR) mode를 사용하여 4000-400 cm−1의 파수 범위에서 16회 스

캔 후 평균치를 택하였다. 합성된 은나노의 형태 및 크기 분석을

위해 TEM (JEM-2010, JEOL Ltd., Tokyo, Japan) 분석을 수행하

였으며 이를 위한 시편은 제조된 키토산-은나노 복합용액 한 방

울을 TEM 전용 copper grid (Ted Pella, Redding, CA, USA) 위

에 떨어뜨린 후 이를 상온에서 건조하여 준비하였다. 키토산-은

나노 복합필름 내에 존재하는 은의 정확한 농도 측정을 위하여

energy dispersive spectroscopy (EDS, AMETEK Inc., Berwyn,

PA, USA)를 사용하였으며 동일한 시편에서 5회 이상 측정하여

평균값을 취하였다.

항균성 평가(Halo Test)

제조된 키토산-은나노 필름의 항균성 평가를 위해 ASTM E

2149-10(21)에 따른 항균 정성실험을 수행하였다. 그람음성균의

하나인 E. coli DH5α (ATCC PTA 1977)를 사용하였으며 제조된

키토산-은나노 필름을 균이 접종된 영양배지를 굳힌 plate 상에

접촉시킨 후 샘플 주위에 형성되는 halo를 비교하여 공시 균주의

생육저해 정도를 측정하였다. 먼저 증류수 100 mL에 nutrient broth

0.8 g과 MacConkey agar 5 g를 넣어 121oC, autoclave에서 15분

동안 가열하여 멸균시킨 후 균을 접종할 영양배지를 준비하였다.

멸균된 영양배지 15 mL과 3×106 CFU/mL로 희석된 균 용액

0.5 mL를 혼합하고 이를 petri dish (90×15 mm)에 담아 1시간 동

안 상온에서 건조시켜 균이 접종된 agar plate를 준비하였다. 준

비된 agar plate 위에 필름 시편 (2 cm×2 cm)을 올리고 38oC의

incubator에서 24시간 동안 균을 배양한 후 시편 주위에 형성된

halo의 유무로서 항균성을 확인하였으며 모든 실험은 3회 반복하

여 재현성을 확인하였다.

결과 및 고찰

키토산-은나노 녹색합성

키토산-은나노 합성을 확인하기 위해 UV-Visible 흡수 spectrum

을 조사하였다. 일반적으로 은나노 입자는 그 모양이나 크기에

따라 410-430 nm 영역에서 고유흡수밴드가 나타나는 것으로 알

려져 있다(22,23). Fig. 1은 1.5% 농도의 키토산과 반응한 질산은

의 농도변화에 따른 UV-Visible spectrum으로서 키토산의 경우 흡

Fig. 1. UV-Visible spectra of 1.5% chitosan with different
concentrations of AgNO

3
 (reaction time in an autoclave: 15 s).

Inset shows chitosan-Ag solutions prepared by green synthes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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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밴드를 나타내지 않은 반면 키토산-은나노 합성 용액은 질산은

의 농도가 증가할수록 420 nm 파장 영역에서 흡수 밴드가 뚜렷

하게 나타남을 볼 수 있다. 키토산과 반응하는 질산은의 농도와

반응시간을 동일하게 유지하고 키토산의 농도만을 증가시키는 경

우 은나노 흡수밴드의 세기는 키토산의 농도에 비례하여 증가하

며 이는 Fig. 2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0.5-2.0% 농도의 키토산

을 60 mM의 질산은 용액과 반응시켰을 경우, 2.0%의 키토산의

은나노 흡수밴드 값이 뚜렷하고 가장 큼을 볼 수 있으며 이는 키

토산의 농도가 증가할수록 은나노의 환원제로 작용하는 아미노

기의 수 또한 증가하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된다. 이와 유사하게

Wei 등(23)은 95oC, 12시간 반응조건에서 은나노를 합성 시 높은

온도에서 반응이 증가하고 동일한 질산은 농도에서 키토산의 농

도가 증가할수록 UV-Visible 흡수밴드의 세기 또한 증가함을 보

고하였다.

Fig. 3은 2% 키토산과 60 mM 질산은의 반응시간별 UV-Visible

흡수밴드 그래프로 키토산 내 은나노 합성에 필요한 최적의 반

응시간이 존재함을 확인할 수 있으며 반응시간 30초가 본 연구

에서 수행하는 실험조건에서 가장 적합한 은나노 합성조건임을

알 수 있다. Autoclave 반응을 시도한 Venkatesham 등(22)의 연구

에 따르면 반응시간이 길어질수록 흡수밴드의 높이 또한 증가하

였으나 본 연구에서는 30초 이상의 시간에서는 오히려 은나노에

의한 UV-Visible 흡수 세기가 감소하는 상반된 결과를 보였으며

이는 키토산 내 합성된 은나노 입자의 밀도, 크기와 모양 등의

변화를 유도하는 추가적인 반응이 일어나는 것으로 판단되며 이

에 대한 보다 심도 깊은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Fig. 4는 1% 키토산과 30 mM 질산은 혼합액으로부터 녹색합

성된 은나노 입자의 대표적 TEM 분석 사진으로서 20 nm 이하

의 분포를 보이는 구형의 은나노 입자가 키토산 내에 성공적으

로 합성되었음을 관찰할 수 있다. 이와 유사하게 Wei 등은 95oC

열합성 조건에서 키토산 내 은나노를 합성하였으며 10 nm 이하

의 입자 분포를 보이는 TEM 결과를 보고하였다(23).

Fig. 5는 autoclave에서 30초 동안 반응시킨 1.5% 키토산 필름

과 2.0% 키토산-은나노 합성 필름의 FTIR spectrum이다. 키토산

의 고유 흡수 밴드는 3,447, 2,881, 1,600, 1,570, 1,422 cm−1로

-NH
2
, -OH, -CH

2
, CH

3 
지방족 그룹, 아미노그룹과 1차 알코올의

-OH 그룹을 나타낸다(22). Fig. 5의 키토산-은나노 합성 필름의

경우 순수 키토산필름과 비교했을 때 1,600 cm−1, 1,400 cm−1-

1,500 cm−1 부근의 파수영역에서 은나노 합성에 따른 현저한 변화

를 보임을 알 수 있다. 1,600 cm−1 부근과 1,500 cm−1 파장영역은 아

미노그룹의 파장을 나타내는 것으로(23) 키토산-은나노 합성 필름

의 경우 아미노그룹과 -OH 그룹을 나타내는 3,000 cm−1 부근의 흡

수밴드가 키토산필름에 비해 현저하게 적으며 피크가 1,650 cm−1

로 이동된 것으로 보아 키토산의 아미노그룹과 -OH 그룹이 은

나노 합성반응에 참여하고 새로이 생성된 은 입자가 결합되어 있

음을 알 수 있다. 이는 Wei 등(24)이 보고한 은나노 합성 과정과

유사한 결과로서 키토산 내 은나노의 녹색합성은 크게 은이온과

아미노기와의 결합 및 결합된 은이온의 환원과정을 거치는 것으

로 판단된다. 즉 키토산의 아미노그룹이 은 이온을 흡수하고 흡

수된 은이온이 인접한 -OH 그룹과 상호작용하면서 -OH 작용기

그룹은 알데히드와 산으로 산화되고 은이온은 은나노입자로 환

원되어 합성이 종결되는 것으로 예상된다.

표면 분석

합성된 키토산-은나노 필름의 정확한 성분 및 농도 측정을 위

해 EDS 분석을 수행하고 Table 1에 그 결과값을 나타내었다. 2%

의 키토산, autoclave 30초 반응조건에서 얻어진 키토산-은나노 필

름의 EDS 분석 결과 표면 은나노입자의 농도는 반응에 참여한

질산은 용액의 농도에 따라 0.93-8.94% 범위의 측정값을 보였으

며 질산은의 농도가 증가할수록 생성된 표면 은나노 입자의 질

량비 값도 증가하는 경향을 보였다.
Fig. 2. UV-Visible spectra of 60 mM AgNO

3 
with different

concentrations of chitosan (reaction time in an autoclave: 15 s).

Fig. 3. UV-Visible spectra of 2.0% chitosan-60 mM AgNO
3

depending on reaction times (15-120 s).
Fig. 4. TEM image of Ag nanoparticles prepared with 1%

chitosan-AgNO
3 
(30 mM). (TEM magnification: 28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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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토산-은나노 복합필름의 항균성

녹색합성법을 이용한 키토산-은나노 복합필름의 항균성 식품포

장소재로서 응용가능성을 검토하기 위해 제조된 녹색합성 키토

산-은나노필름의 항균성을 평가하였다. 제조된 키토산-은나노 복

합필름은 Fig. 6에서 확인 할 수 있듯이 키토산 내 생성된 은나

노의 농도에 따라 반투명의 엷은 금색부터 진한 갈색을 띄었으

며 은나노가 포함되지 않은 순수 키토산 필름을 대조군으로 설

정하여 항균성을 비교 평가하였다. 다양한 농도의 은나노 입자가

결합된 키토산-은나노 복합필름과 이들의 halo 항균정성 평가법

에 의한 항균력 시험 결과를 Fig. 6에 나타내었다. 키토산필름의

경우 E. coli균에 대한 halo가 발견되지 않아 키토산 물질 자체

의 항균성은 관찰되지 않았으며 이는 Abdolllahi 등(25)의 결과와

동일한 결과로 키토산이 agar와 같은 매개체 안에서 분산력이 약

하고 이로 인해 대상 병원균과의 접촉이 용이하지 않기 때문인

Fig. 5. FTIR spectra of 2% chitosan-Ag nanoparticles composite films.

Table 1. Energy-dispersive X-ray spectroscopy results of chitosan-silver nanocomposite films

Composition
Chitosan/

AgNO
3
 3 mM

Chitosan/
AgNO

3
 9 mM

Chitosan/
AgNO

3
 27 mM

Chitosan/
AgNO

3
 60 mM

Chitosan/
AgNO

3
 100 mM

EDS (%) 0.93±0.347 2.17±0.416 3.96±0.629 7.65±0.880 8.94±0.573

Fig. 6. Chitosan-Ag nanocomposite films (2%) and their halo image of antimicrobial activities against E. coli: (a): chitosan film, (b):
chitosan-Ag (0.93%), (c): chitosan-Ag (2.17%), (d): chitosan-Ag (3.96%), (e): chitosan-Ag (7.65%), (f): chitosan-Ag (8.94%).



녹색합성법에 기인한 식품포장용 키토산-은나노 항균 복합필름의 개발 351

것으로 판단된다(26). 반면 키토산-은나노 복합필름의 경우 필름

주위에 선명한 halo가 발견되어 합성된 키토산 내 은나노가 필름

주위의 E. coli균의 생장을 효과적으로 억제함을 알 수 있었으며

이는 향후 항균효과가 요구되는 기능성 식품포장소재로서 필름,

코팅, 또는 첨가제 등의 다양한 형태로 응용 가능할 것으로 판단

된다.

요 약

키토산 바이오폴리머를 활용한 은나노 입자의 효과적인 녹색

합성을 수행하였으며 얻어진 키토산-은나노 복합물질의 물리화학

적 특성을 분석하고 키토산-은나노 복합필름을 제조, 이들의 항

균성을 평가하였다. UV-Visible 흡수 spectrum과 TEM 분석을 통

해 키토산 내 은나노 입자가 안정적으로 생성, 분포하고 있음을

확인하였고 키토산 및 질산은의 농도 그리고 반응시간의 변화에

따른 키토산 내 은나노 생성 특성을 조사하였다. 녹색합성된 키

토산-은나노 복합물질로부터 EDS 분석 결과 0.9-8.9% 범위의 은

나노를 함유한 키토산-은나노 복합필름이 얻어졌으며 FTIR 분석

에 의해 은나노 합성과정에서 키토산의 활성아민기와 소량의 히

드록시기가 은나노 환원반응에 참여함으로써 키토산이 은나노 입

자의 합성을 위한 환원제 및 안정제로 작용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들 복합필름의 항균정성 평가 결과 순수 키토산 대조

군 필름에서는 E. coli에 대한 항균성이 나타나지 않은 반면 키

토산-은나노 필름에서는 뚜렷한 항균성을 보였으며 함유된 은의

농도 증가에 따라 항균력 또한 증가하였다. 본 연구결과를 통해

친환경 항균소재로서 녹색합성법에 의해 제조된 키토산-은나노

복합물질을 기능성 포장소재로 응용 가능함을 확인하였으며 향

후 포장소재로서 요구되는 수분 및 가스차단성, 식품 내용물과의

반응성, 접촉안전성 및 안정성 등과 같은 다양한 요소의 체계적

연구가 뒤따라야 할 것으로 판단되며 복합필름의 연성, 강성, 내

냉·내열성 등 식품포장필름 적용을 위한 지속적인 연구가 수행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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