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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 록

최근 다양한 천연 물질들이 금 나노입자의 합성 및 형태학적 구조 제

어에 이용되고 있으며, 이는 친환경적이라는 점에서 주목을 받고 있다.

실크 세리신은 실크 단백질의 25%(w/w)를 차지하는 친수성 고분자로

하이드록시 아파타이트나 실리카 등의 무기물을 합성하는데 템플릿으로

이용된바 있다. 본 연구에서는 실크 세리신을 이용하여 금 나노입자의

합성을 시도하였다. 합성의 최적 조건을 규명하기 위하여 반응 pH, 실크

세리신의 농도, 반응 시간 및 온도에 따른 금 나노입자의 형성 여부를

육안 관찰, UV-Vis 분광광도계 그리고 EF-TEM을 이용하여 확인하였

다. 그 결과 실크 세리신을 이용하여 금 나노입자를 합성하는 최적 조건

은 HAuCl4의 농도가 1 mM인 경우 실크 세리신의 농도는 1 mg/ml, 반

응 pH는 7, 반응 온도는 70℃에서 12시간이상 반응임을 확인하였다. 제

조된 금 나노입자는 약 17 nm의 크기를 가졌으며, 입자의 분산도 잘 이

루어졌다. 또한 에탄올을 첨가하는 경우 실크 세리신의 이차 구조가 β

-sheet로 전이됨에 따라 금 나노입자의 크기는 약 20 nm로 증가하였으

며, 합성 양도 증가하였다. 실크 세리신을 구성하는 아미노산 중 하이드

록실기를 갖는 아미노산과 음전하를 나타내는 아미노산이 금 나노입자

합성에 효과적임을 확인하였으며, 실크 세리신에 존재하는 이러한 아미

노산이 금 나노입자 합성에서 금 이온을 환원시키는 것으로 추측된다.

또한 HR-TEM, EDS, TGA 분석을 통하여 실크 세리신이 합성된 금 나

노입자를 캡핑하는 형태로 잔존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었으며, FITC

형광 염료를 실크 세리신에 공유결합시킴으로써 금 나노입자에 직접 도

입할 수 있었다. 이처럼 실크 세리신으로 캡핑된 금 나노입자는 진단 또

는 바이오이미징 등 바이오메디컬 분야에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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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장 서 론

생광물화(biomineralization)란 살아있는 생물체가 무기물을 생산하는

과정을 말하며, 이러한 무기물은 대체로 유기물과 복합되어 있는 형태로

존재한다 [1]. 흔히 찾아볼 수 있는 예로는 동물들의 뼈나 부리, 조개 및

갑각류의 껍질, 규조류 및 해면류의 실리카 등이 있다. 이 때 생물체는

온화한 상온·상압의 제한적인 환경에서 용도에 맞는 무기물을 생산하기

위하여 생체 분자를 이용하며, 다양한 크기와 모양 및 특성을 갖는 미네

랄을 제조한다. 특히 이렇게 생성된 복합재료들은 정교하고 우수한 물성

등의 장점을 가진다 [2,3]. 이러한 자연계의 현상을 관찰하고, 필요한 기

능을 인위적으로 모방하여 이용하는 기술을 생체모방기술(biomimetics)

이라고 부른다.

한편 생광물화는 누에가 방사하는 실크에서도 발견되었다. 야생 누에

고치 표면에 소량 존재하는 옥살산칼슘(calcium oxalate)은 실크를 이루

는 단백질의 생광물화 가능성을 말해준다 [4]. 이러한 현상을 모방하여

실크를 구성하는 실크 단백질 중 세리신(sericin)을 이용해 하이드록시

아파타이트[5], 실리카[6], 칼슘 카보네이트[7] 등의 무기물을 합성하는

연구가 진행되었다. 실크 세리신은 세린과 아스파틱산 등 극성 아미노산

을 다량 함유하는 친수성 고분자로 실크의 정련 과정 중에 버려진다. 하

지만 이를 회수해 활용하려는 연구가 많이 진행되었다. 이러한 연구 중

실크 세리신을 이용해 다양한 금속을 흡착하는 시도가 있었으며, 이 때

세리신 표면에서 금속 이온들이 환원되면서 흡착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8].

금 나노입자는 수에서 수백 나노미터의 크기를 가지는 금 미세 입자로

써 기존에 귀금속으로 사용되는 벌크한 금과는 매우 다른 물리화학적 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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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을 가진다. 또한 이러한 특성들은 금 나노입자의 크기와 모양의 조절

로 제어되기 때문에, 이와 관련된 연구가 많이 진행되고 있다. 기존의 금

나노입자의 합성은 화학적 환원에 기반한 방법으로 시트르산이나 아스코

르브산, 수소화 붕소 나트륨 등을 환원제로 사용하였으며, 환원제와 전구

체의 비율, 반응 pH, 반응 온도 등을 조절하여 금 나노입자의 크기와 모

양을 조절하였다 [9]. 하지만 이 때 금 나노입자의 응집을 제한하는 안정

제를 추가하거나 싸이올 기반의 안정제로 표면 개질하는 경우 부산물을

생성하거나 유기 용매를 필요로 하여 이 후 생물학적 응용분야에 부적합

하다는 단점이 있다 [10]. 따라서 최근에는 천연 성분을 환원제 및 안정

제로 이용하여 금 나노입자를 생합성하고 동시에 표면 개질 효과를 얻는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 실제로 식물 추출물, 탄수화물, 단백질, 미생물,

효소 등으로 금 이온을 환원시킬 수 있었으며, 이들은 기존 화학적 합성

법과 다르게 금 나노입자의 응집을 막아주는 추가적인 안정제를 첨가하

지 않아도 된다는 장점이 있었다 [11]. 뿐만 아니라 싸이올 기반 안정제

로 치환하지 않고 바로 단백질이나 형광 염료, 항체, 약물 등으로 바이오

컨쥬게이션하여 다양한 생물학적 응용 분야에 사용할 수 있었다 [12].

이와 같이 금속 나노입자의 합성에 있어 다양한 천연 성분이 활용된다

는 점과 실크 세리신이 금속을 환원하여 흡착하는 점에 착안하여 실크

세리신의 새로운 용도를 찾고자 하는 목적으로 실크 세리신을 이용한 금

나노입자의 합성을 시도하였다. 우선 금 나노입자 합성 최적 조건을 규

명하기 위하여 반응 pH, 실크 세리신의 농도, 반응 시간, 온도 및 실크

세리신의 이차 구조 등을 조절하였으며, 실크 세리신이 금 나노입자를

합성하는데 있어 이러한 요인들이 어떠한 영향을 주는지 살펴보았다. 실

크 세리신의 역할을 규명하기 위하여, 실크 세리신을 구성하는 개별 아

미노산에 대해서도 금 나노입자의 합성 여부를 확인하였다. 또한 합성된



- 3 -

금 나노입자에 대한 분석을 통하여, 실크 세리신의 캡핑 여부를 확인하

고자 하였다. 마지막으로 제조된 금 나노입자의 응용 가능성을 살펴보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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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장 문헌 연구

2.1. 생광물화

생광물화(Biomineralization)란 살아있는 유기물이 무기물을 생산하는

과정으로, 이러한 과정에서 생성된 바이오광물들은 생물체 내에서 지지,

방어, 보호 등의 중요한 역할을 한다. 대표적인 예시로는 조개류의 껍질,

동물 뼈, 새의 부리, 규조류 및 해면류의 실리카 또는 박테리아 내부에

축적되는 구리, 철, 금 등이 있다 [13]. 하지만 이렇게 결정화된 무기물들

은 주로 유기물과 복합되어 있는 형태로 존재한다. 동물들의 뼈나 뿔, 새

의 부리 등은 인산칼슘의 염들과 콜라겐이 복합된 형태로 띠고 있으며,

조개류나 갑각류의 껍질은 탄산칼슘이 키틴 및 단백질과 복합된 형태이

다. 특히 전복 껍질의 경우 탄산칼슘 층 사이에 단백질 박막층이 존재하

는 형태로 제조된다 [14]. 이들은 상온 조건에서 오직 물만을 이용하여

생산되기 때문에 부산물이나 독성 물질이 없다는 장점을 가진다. 따라서

자연계의 생광물화를 모방하여 인공적으로 하이드록시 아파타이트, 칼슘

카보네이트, 실리카 등을 합성하려는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 한편 누에고

치에서도 바이오광물이 발견된 사례가 있다 [4]. 이는 현미경 사진과 X-

선 분말 회절 분석을 통하여 옥살산칼슘으로 밝혀졌는데, 옥살산칼슘은

생물의 칼슘 조절, 금속 해독, 가스 확산, 수증기 교환, 온도 조절 등 극

한 외부 환경으로부터 보호, 방어 등의 중요한 역할을 한다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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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 생광물화의 원리

이러한 생물학적 광물 생성이 일어나는 과정은 크게 결정핵 생성

(nucleation)과 결정성장(crystal growth)으로 이루어져있다. 일반적으로

결정핵 생성은 환경 내의 미네랄 이온의 농도가 과포화 상태에 도달하면

서 시작된다. 하지만 생물체 내에서는 미네랄 이온의 농도나 pH가 제한

적임에도 결정핵 생성이 시작되기도 하는데, 이는 이 과정에서 미네랄

이온과 생체 분자 사이에 어떠한 상호 작용이 존재하기 때문이다 [16].

또한 이러한 생체 분자의 배향된 구조가 결정 성장에 촉매 역할을 하거

나, 결정이 방향성을 갖기 위한 템플릿 역할을 한다. 생체 분자 중 특정

한 이차나 삼차 구조를 갖는 단백질은 생광물화에 매트릭스로의 역할을

할 수 있다. 이처럼 원하는 목적에 맞게 생체 분자를 이용하여 결정 성

장 인자를 제어하여 다양한 크기와 형태를 갖는 결정을 제조할 수 있다.

최근 이러한 생체모방을 이용하여 보다 정교하고 우수한 물성을 가지는

바이오광물을 합성하려는 시도가 많이 이루어지고 있다 [17].

2.1.2. 실크 세리신을 이용한 생광물화

실크는 실크 피브로인과 실크 세리신 두 가지 단백질로 이루어져 있으

며, 실크 세리신은 실크 피브로인 두 가닥을 감싸고 있는 물질로, 실크의

약 25%를 차지한다. 하지만 정련이라는 과정을 통해 매해 약 5만 톤의

실크 세리신이 버려지고 있다. 실크 세리신은 수용성 고분자 단백질이며,

하이드록시기나 카르복시기 등과 같이 강한 극성을 가진 아미노산이 많

다는 특징이 있다. 특히 세린과 아스파틱산이 각각 약 34 mol% 와 16

mol%를 차지하고 있다 [18]. 이 때 극성 아미노산들의 특정 서열과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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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결합 등으로 인해 실크 세리신은 aggregated strand, β-sheet, random

coil, α-helix, β-turn 등의 다양한 이차 구조를 띠게 된다 [19].

최근에는 실크 세리신의 생체적합성, 생분해성, 항산화성, 우수한 생체

활성 등의 장점을 활용하고자 다양한 분야에 적용하는 연구가 많이 진행

되고 있다. 그 중 실크 세리신의 생광물화에 대한 가능성 또한 연구되고

있으며, 특히 실크 세리신의 카르복시기가 칼슘 이온을 결정핵화시켜 하

이드록시 아파타이트를 합성할 수 있다는 것이 밝혀졌다 [5]. 이 때, 실

크 세리신을 저온에서 숙성시키거나 [20], 칼슘 이온을 첨가해 실크 세리

신의 이차 구조를 random coil에서 β-sheet로 변형시킬 수 있다 [7] 이

로 인하여 배향된 카르복시기가 하이드록시 아파타이트 결정 성장에 영

향을 줄 수 있었다. 또한 실크 세리신의 농도나 반응 시간을 조절하여

하이드록시 아파타이트의 결정 크기를 조절할 수 있었다 [20-22]. 뿐만

아니라 칼슘 카보네이트를 실크 세리신 존재 하에 특정한 구조를 갖는

결정으로 성장시키는데 성공하였으며 [7,23], 실크 세리신의 생광물화 및

생규화 작용을 이용하여 실리카를 합성하기도 하였다 [6].

2.2. 실크 세리신을 이용한 금속 나노입자 합성

실크 세리신은 수용성 생체 고분자이며, 다양한 작용기를 갖는 아미노

산으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금속 이온과 화학적 상호작용을 할 수 있

다. 특히 실크 세리신의 아민기, 카르복시기 등에 존재하는 비공유 전자

쌍이 금속 이온과 배위결합을 하여 킬레이트화된 금속-세리신 착물

(complexation)을 형성한다 [24]. 이러한 원리를 이용하여 실크 세리신을

생체 흡착제로 사용하여 금속 이온을 제거하려는 연구가 많이 진행되어

왔다 [25-27]. 이때 금속 이온들이 실크 세리신 표면에 흡착될 때 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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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는 경향이 있었다 [28-30]. Aramwit et al. [31]은 실크 세리신을 환원

제와 안정제로 사용하여 은 나노입자를 합성하였다. 이 논문에서는

FT-IR 분석을 통하여 실크 세리신이 알칼리 조건에서 가수분해 되어 생긴

카르복시기가 은 나노입자의 환원에 도움을 주며, 카르복실 음이온과 아미

노기가 은 나노입자를 안정화 시키고 침전이나 응집을 막아주는 효과가 있

다고 설명하였다. 또한 환원제인 실크 세리신과 전구체인 질산은의 비율을

조절하여 은 나노입자의 합성 효율이나 크기 등을 조절하였다.

2.3. 금 나노입자

금 나노입자란 입자의 크기가 수에서 수백 나노 정도의 크기를 가지는

극미세 금 입자를 말한다. 콜로이달 골드는 이러한 나노 크기의 금 나노

입자가 물과 같은 액체에 분산되어 있는 상태를 말하는데, 이 때 금 나

노입자의 크기가 100 nm보다 작으면 붉은 빛을, 그 보다 클 때에는 파

랑이나 보라 빛을 띤다. 이 이유는 금 나노입자 표면에 존재하는 자유

전자가 입사하는 가시광선과 공진하는 진동을 일으키기 때문이며, 이 현

상을 표면 플라즈몬 공명 현상(Surface Plasmon Resonance, SPR)이라

고 부른다 [32]. 100 nm보다 작은 금 나노입자의 경우 500 nm 초반 대,

즉 청록색 부분의 파장을 흡수하기 때문에 붉은 빛을 띠며, 입자가 커질

수록 공명이 일어나는 파장도 커진다 [33]. 따라서 이러한 현상을 이용하

여 UV-Vis 분광광도계를 사용하여 금 나노입자의 유무를 확인할 수 있

다. 또한 금 나노입자의 크기가 커질수록 최대흡수 파장대가 레드시프트

(Red shift)가 되기 때문에, UV-Vis spectrum을 이용하여 금 나노입자

의 크기도 예측할 수 있다 [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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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1. 금 나노입자의 화학적 합성

금 나노입자를 만드는 방법은 크게 bottom up 방식과 top down 방식

으로 나눌 수 있다 [35]. Bottom up 방식은 리소그래피 [11], 화학적 환

원, 광화학적 환원 [36], 전기화학적 환원 [11], 템플레이팅 [37], 초음파

환원 [38], 열 환원 [39] 법 등이 있다. 이들은 주로 금 이온의 환원에 의

한 결정 생성에 기반한다. Top down 방식은 포토 리소그래피 [40]나 전

자 빔 리소그래피 [41]처럼 벌크한 물질로부터 물질을 깎아 나가면서 원

하는 구조로 만드는 방법이다. 이 때, Bottom up 방식은 단순분산성이

낮다는 것과 top down 방식은 재료가 낭비된다는 단점이 있다. 하지만

현재는 bottom up 방식이 일반적으로 사용되고 있으며, 특히 화학적 환

원법을 이용한 금 나노입자 제조가 주를 이루고 있다.

구형의 금 나노입자를 화학적 환원법으로 제조하는 방법 중 가장 널리

알려진 방법은 1951년 Turkevich에 의해 고안되었다 [9]. 환원제로는 시

트르산나트륨, 아미노산, 아스코르브산 등을 사용하였으며, 추가적으로

캡핑/안정제를 사용해 안정화시켜 보관하였다. 입자의 크기는 환원제와

캡핑제의 비율, 반응 pH, 반응 온도 등을 제어하여 조절할 수 있었다.

이 때 금 이온의 환원 원리를 시트르산이 탈카르복실화 반응이 일어나면

서 생긴 전자들이 금 이온을 환원시킨다고 설명하였다 (Figure 1) [42].

위 방법들로는 구형의 금 나노입자를 만드는 반면, seeded-growth

method [43]로는 로드 [44,45]나 큐브 [46]나 튜브형 [47] 같은 다양한 금

나노구조를 만들 수 있다. 이는 처음에는 수소화 붕소 나트륨 같은 강한

환원제로 금 입자 핵(seed)을 만들고, 추가적인 입자 생성을 억제하고 특

정한 결정구조 성장에 도움을 주는 구조 유도체와 약한 환원제인 아스코

르브산을 첨가해 특정 모양으로 성장시킨다. 이때에도 핵과 환원제, 구조

유도체의 비율을 조절해 금 나노구조의 크기와 모양을 조절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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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Au3+ + C6H5O7
3- + 15OH- → Au + 6CO2 + 10H2O

(b)

Figure 1. Mechanism of citrate decarboxylation (a) and the reduction

of gold ion by sodium citrate (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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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2. 금 나노입자의 생합성

위의 화학적 환원법에 의한 금 나노입자의 합성은 효율적이긴 하지만

환원제뿐만 아니라 추가적으로 안정제를 첨가해야한다는 것과 추가 표면

개질을 위해 싸이올 기반 안정제로 치환할 때 부산물이 생기거나 유기용

매를 사용하여 후 금 나노입자의 생물학적 응용에 제한이 될 수 있다는

단점이 있다. 따라서 유독성 화학물질을 사용하지 않고, 부산물 생성을

최소화하며, 상온·상압에서 합성이 가능한 친환경적 화학 (Green

chemistry)원리를 이용한 금 나노입자의 합성법에 대한 연구가 이루어지

고 있다. 이 때 식물 추출물 [48], 탄수화물 [49,50], 단백질 [51-58], 지질

[59], 미생물 [60], 효소 [61], 핵산 [62] 등을 환원제 및 캡핑/안정제로 사

용하거나 미생물 내에서 생합성 한다. 이러한 생물 성분들은 자연계에

광범위하게 존재하며, 생산 단가가 낮고, 합성이 쉬우며 환경적으로 안전

하다는 장점이 있다. 대부분 문헌에서 이때의 합성 메카니즘을 하이드록

실기의 산화로 설명한다 [63].

Huang et al. [64]은 금과 은 나노입자를 합성하는 데 녹나무 잎을 환

원제로 사용하였다. FT-IR로 바이오매스의 화학 구조를 분석하여, 다당류

와 같은 polyol의 –C-O- 결합에 해당하는 1109cm-1 파장대의 피크가 없어

지는 것을 통해 polyol이 금 이온을 환원시키는 역할을 한다고 설명하였다.

또한 녹나무 잎의 금 나노입자 응집을 막는 캡핑제로서의 역할도 규명하였

으며, 녹나무 잎의 농도를 이용하여 금 나노입자의 모양과 크기를 조절하였

다. 이처럼 저렴하고 풍부한 식물을 이용하면 금 나노입자를 저렴하게 대량

생산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시사하였다.

Huang et al. [65]은 다당류의 한 종류인 키토산을 환원제 및 안정제

로 사용하여 금과 은 나노입자를 합성하였다. 이 때 키토산의 아민기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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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 전하를 띠는데, 이것이 골드 클로라이드 음이온 (AuCl4
-)과 정전기적

인력을 가지며, 키토산이 템플릿 역할을 해 그 안에서 나노입자가 합성

된다고 설명하였다. 또한 키토산이나 전구체의 농도로 금 나노입자의 형

태학적 구조와 크기를 조절하였다.

Miranda et al. [51]은 HSA(human serum albumin)와 BSA(bovine

serum albumin) 단백질을 이용하여 금 나노입자를 합성하였다. pH를 3

에서 12까지 조절하였으며, 이 때 pH 에 따라 골드 클로라이드 이온의

형태와 단백질의 구조가 다르기 때문에 금 나노입자 합성에 영향을 미친

다고 설명하였다. 또한 XRD와 제타전위를 통해서 알부민 단백질이 금

나노입자를 캡핑하고 있는 것을 확인하였다.

Maruyama et al. [66] 는 20가지의 아미노산을 환원제와 캡핑제로 사

용하여 금 나노입자를 합성했으며, 아미노산과 금 전구체의 농도를 조절

하여 금 나노입자의 개별 크기와 응집 정도를 조절하였다.

Konishi et al. [67]은 중온성, 무산소성 박테리아 세포 내에서 금 나노

입자를 생합성하였으며, 이는 상온인 25℃ 와 pH 7에서 이루어졌다는데

의의가 있다. 이때, 추가로 첨가해 준 수소 가스가 전자 공여 역할을 하

였으며, 주변 세포질의 효소가 환원제로 역할을 하였다고 밝혔다.

Mata et al. [68]은 해조류를 이용하여 금을 환원시켰는데, 특히 다양

한 pH 환경에서 금 나노입자의 수율을 계산하였다. 이는 pH가 생물 분

자의 가수분해, 복합체 형성, 관능기의 전하, 구조 등과 금의 환원에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이라고 밝혔으며, 반응 후에 반응 환경의 pH 가 감소하는

경향은 금이 환원되면서 수소 양전하가 방출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 실

험에서는 해조류의 생활환경인 pH 7에서 가장 많은 금이 환원되었다.



- 12 -

2.3.3. 금 나노입자의 크기와 형태

금 나노입자는 수 나노에서 수백 나노미터의 크기를 가지며, 나노구,

나노케이지 [69], 나노로드 [69], 나노와이어 [70], 나노플레이트 [71], 나

노벨트 [72], 나노빗 [72], 나노꽃 [73], 나노별 [74] 등 다양한 구조가 가

능하다. 나노입자의 물리화학적 특성은 나노입자의 크기나 모양, 표면 화

학이나 응집된 정도에 의해 좌우되기 때문에 크기와 모양을 조절하는 것

이 중요하다. 이러한 다양한 크기와 모양은 합성법이나 환원제, 전구체,

안정제의 비율, 반응 pH [75], 온도 [76], 시간, 용매, 첨가제 등을 통해

조절이 가능하다.

Ji et al. [77]은 환원제인 시트르산 나트륨과 전구체인 HAuCl4 수용액

의 비율을 달리하여 pH를 조절하였고, pH 에 따라 전구체인 골드 클로

라이드 이온의 형태와 반응성이 달라져 다른 크기의 금 나노입자를 합성

할 수 있다고 설명하였다.

Bastus et al. [78]는 시트르산 나트륨과 HAuCl4 수용액을 끓여 금 입

자 핵을 만든 후 90℃로 식히고, 30분 간격으로 전구체와 환원제를 추가

로 넣어주고, 희석시키는 것을 14번 반복하여, 금 나노입자의 크기를 10

nm에서 단계별로 200 nm까지 성장시키는 연구를 진행하였다. 이 실험

은 단분산성이 뛰어나고, 크기를 조절 가능하다는 데 의의가 있다. 특정

한 형태의 금 나노구조를 만드는 방법은 주로 seeded-growth method로

진행되며, 금 입자 핵을 만들고 두 번째 단계에서 다른 환원제를 첨가해

주거나 형상 템플릿 계면활성제(shape templating surfactant)나 분자를

첨가해 이방성의 결정 구조로 자라게 할 수 있었다 [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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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4. 금 나노입자의 표면 개질과 바이오컨쥬게이션

대부분 금 나노입자의 합성은 금 이온을 나노입자로 핵화시키는 환원

제와 금 나노입자 표면에 흡착 또는 화학적으로 결합하는 안정제가 필요

하다. 이러한 안정제는 전하를 띠기 때문에 같은 전하를 띠는 나노입자

끼리 분산되어 안정적으로 존재하게 하는 역할을 한다 [80]. 시트르산을

이용한 금 나노입자 합성에서도 시트르산이 금 이온을 핵화시키기 위해

환원제 역할을 함과 동시에 입자에 흡착되고 시트르산의 음전하 때문에

입자들이 콜로이드 상에서 안정화된다. 이러한 안정제들은 리간드 교환

반응(ligand exchange reaction)을 통해 또 다른 안정제로 대체될 수 있

다. 특히 싸이올기는 금 표면과 친화력이 좋아 표면개질기로 많이 쓰이

고 있다 [81]. 이러한 싸이올기반 안정제는 반대편에 카르복시기를 갖고

있기 때문에 음전하를 띠어 안정화 효과를 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다른

생물분자를 부착하는 역할로도 쓰인다. 이처럼 안정제와 생물분자들의

부착은 바이오컨쥬게이션 반응에 기반한다. 바이오컨쥬게이션이란 두 분

자 사이에 안정한 공유결합을 형성하기 위한 반응으로 적어도 하나는 생

체 분자일 때를 일컫는다. 이 때 형광 염료 같은 단순하고 비특이적인

사용에서 항체나 약물 같이 복잡한 반응에 이르기 까지 다양한 응용분야

에 적용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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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장 재료 및 방법

3.1. 재료

실크 세리신 수용액은 농촌진흥청 농업과학기술원에서 제공받은 누에

(Bombyx mori)고치로부터 추출하여 사용하였다. 금 전구체인 Gold (III)

chloride solution (HAuCl4)과 염산 (HCl:37%), 염화나트륨 (NaCl), 모노

나트륨 인산염(NaH2PO4), 디소듐포스페이트(Na2HPO4), FITC

(Fluorescein Isothiocyanate)는 Sigma- Aldrich (USA)에서 구입하였다.

수산화나트륨 (NaOH)과 에탄올 (EtOH)은 삼전화학(주)에서 구입하였다.

3.1.1. 실크 세리신의 추출

누에고치와 물을 1:25의 욕비로 유리병에 담아 고온고압멸균기

(50-ATC-60, 국제싸이엔, Korea)에서 120℃, 60분 동안 열수 추출하였

다. 추출한 용액은 부직포로 부유물을 제거한 후, 수분 측정기(Moisture

Analyzer) (MB45, OHAUS, US)를 이용하여 초기 실크 세리신의 농도

를 측정하였다. 다양한 농도의 실크 세리신 용액은 증류수로 희석하여

준비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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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방법

3.2.1. 금 나노입자의 합성 조건

3.2.1.1. 실크 세리신의 pH 및 농도

실크 세리신의 pH가 금 나노입자 합성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기 위

하여, 실크 세리신과 전구체인 HAuCl4 의 최종 농도가 각각 1 mg/ml과

1 mM 이 되도록 혼합하여 준 후, 1 M의 NaOH 또는 1 M HCl을 이용

하여, pH 2, pH 4, pH 7, pH 9로 조절하였다. 이 용액을 55℃에서 24시

간까지 반응을 살펴보았다.

실크 세리신의 농도가 금 나노입자 합성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기 위

하여, HAuCl4 의 최종 농도는 1 mM로 고정하였으며, 실크 세리신의 최

종 농도가 0, 0.2, 0.5, 1, 3, 5 mg/ml이 되도록 혼합하였다. 이 때 반응

용액의 pH는 7로 조절하였으며, 55℃에서 24시간까지 반응을 살펴보았

다.

3.2.1.2. 반응 시간 및 반응 온도

반응 시간이 금 나노입자 합성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하여, 실

크 세리신과 HAuCl4 의 최종 농도가 각각 1 mg/ml과 1 mM이 되도록

혼합하여 준 후, pH 7로 조절한 용액을 55℃에서 48시간, 70℃에서 24시

간, 85℃에서 8시간까지 반응을 살펴보았다.

반응 온도의 영향은 실크 세리신과 HAuCl4 의 최종 농도가 각각 1

mg/ml과 1 mM 이 되도록 혼합하여 준 후, pH 7로 조절한 용액을 25,

40, 55, 70, 85℃에서 8시간까지 반응으로 살펴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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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1.3. 실크 세리신의 이차 구조

실크 세리신의 이차 구조 변화가 금 나노입자 합성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하여, 실크 세리신 수용액에 10:0, 9.5:0.5, 9.0:1.0. 8.5:1.5,

8.0:2.0의 비율로 에탄올을 첨가해 준 후, 실크 세리신과 HAuCl4 의 최종

농도가 각각 1 mg/ml과 1 mM이 되도록 혼합하였다. 이 용액을 pH 7로

조절하고, 70℃에서 12시간까지 반응을 살펴보았다.

3.2.1.4. 실크 세리신을 구성하는 아미노산

실크 세리신을 구성하는 개별 아미노산이 금 나노입자 합성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하여, 세린(Ser), 아스파틱산(Asp), 글라이신(Gly), 트

레오닌(Thr), 글루탐산(Glu), 알라닌(Ala), 라이신(Lys), 아르기닌(Arg),

발린(Val) 아미노산 수용액을 준비하였다. 개별 아미노산과 HAuCl4 의

최종 농도가 각각 0.034 M 과 1 mM 이 되도록 혼합하여 준 후 pH 7로

조절한 용액을 70℃에서 30분까지 반응을 살펴보았다.

3.2.2. 금 나노입자의 분석

3.2.2.1. 금 나노입자의 구조 특성

제조된 금 나노입자 콜로이드 용액은 UV-Vis 분광광도계 (UV-Vis

spectrometer) (Optizen UV2120, Duksan Mecasys, Korea)를 사용하여

400～800nm 파장 범위에서 측정하였다. 또한 금 나노입자의 형태와 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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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를 관찰하기 위하여, 에너지여과 투과전자현미경 (Energy-Filtering

Transmission Electron Microscope, EF-TEM) (LIBRA 120, Carl Zeiss,

Germany) 분석을 120 kV의 가속전압으로 수행하였다. 또한 금 나노입

자의 크기를 동적광산란계 (Dynamic Light Scattering, DLS)

(Zeta-sizer Nano ZS90, Malvern, UK)를 이용해 측정하였다.

한편 금 나노입자 자체를 분석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잔여

실크 세리신을 제거하였다. 먼저 0.5 M NaCl이 첨가된 0.1 M 인산나트

륨 완충 용액, 0.1 M 인산나트륨 완충용액, 증류수의 순으로 각각 2회

수세를 실시하였으며, 각 수세 과정에서 금 나노입자는 22,570 RCF에서

15분간 원심분리하여 회수하였다. 이때의 침전물을 건조하여 다양한 분

석을 실시하였다. 우선 금 결정구조를 확인하기 위하여 X-선 회절

(X-Ray Diffraction, XRD)은 X-선 분말 회절 분석기(Powder X-Ray

Diffractometry) (D8 ADVANCE, BRUKER, German)를 사용하여 수행

하였다. 조사조건은 40 kV, 40 mA였으며, XRD 패턴은 2θ 값이 10～

90°의 영역에서 1°/분의 속도로 기록되었다. 제조된 금 나노입자의 표면

을 분석하기 위해 고분해능 투과전자현미경 (High Resolution–

Transmission Electron Microscope, HR-TEM) (JEM-3010, JEOL Ltd,

Japan)을 300 kV 가속전압으로 수행하였다. 또한 표면에 존재하는 원소

분석을 위하여 HR-TEM에 연결되어 있는 에너지분산형 분광분석기

(Energy Dispersive Spectroscope, EDS) (Oxford, USA)를 사용하였다.

제조된 금 나노입자에 실크 세리신이 잔존하는지 확인하기 위하여, 열중

량분석기(Thermo Gravimetric Analyzer, TGA) (Q-5000IR, TA

Instruments, USA)를 사용하였다. TGA 분석 시 잔존하는 수분을 제거

하기 위하여 120℃까지 올린 후, 100℃로 온도를 떨어트리고 다시 900℃

까지 승온속도 10℃/분으로 실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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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2.2. 캡핑된 실크 세리신을 활용한 FITC 도입

금 나노입자를 캡핑하는 실크 세리신을 FITC 형광 염료와 바이오컨

쥬게이션하기 위하여 위에서 수세한 금 나노입자를 FITC 0.5 mg/ml 수

용액과 섞어준 후, 4℃에서 12시간 반응하고, 바이오컨쥬게이션 되지 않

은 FITC를 제거하기 위하여 증류수로 22,570 RCF에서 15분간 수차례

원심분리하여 수세하였다. 이를 형광현미경 (Fluorescence Microscope)

(DE/Axio Imager A1, Carl Zeiss, Germany)을 통해 관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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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 장 결과 및 고찰

4.1. 실크 세리신을 이용한 금 나노입자 합성 최적

조건

4.1.1. 실크 세리신의 pH에 따른 영향

실크 세리신은 단백질로 주변 pH에 따라 표면 전하가 달라진다. 일반

적으로 단백질의 경우 영전하점(point of zero charge)을 기준으로 그 이

하의 pH에서는 양전하 특성(positive charge)을, 그 이상의 pH에서는 음

전하 특성(negative charge)을 나타낸다. 따라서 본 실험에서 사용한 실

크 세리신 수용액의 제타전위(zeta potential)를 측정하여 pH의 변화에

따른 실크 세리신의 표면 전하 특성을 살펴보았다. 산성 조건인 pH 2에

서는 실크 세리신 수용액의 제타전위가 +16.9 mV, 세리신의 등전점으로

알려진 pH 4에서는 +1.66 mV, 중성 조건인 pH 7에서는 –21.2 mV, 그

리고 염기성 조건인 pH 9에서는 –24.7 mV로 나타났다 (Figure 2). 이

를 통해 pH 2 에서는 실크 세리신에 존재하는 아미노기는 –NH3
+로, 카

르복시기는 -COOH로 존재하며, pH 4에서는 –NH3
+와 –COO-가 균형

을 이루고, 중성 이상의 pH 에서는 –NH3
+보다 –COO-가 우세하여 전

체적으로 음전하를 띤다고 볼 수 있다.

이와 같이 실크 세리신은 주변의 pH에 따라 전하 특성이 바뀌므로,

실크 세리신을 이용한 금 나노입자 합성에 반응 pH가 중요하게 작용할

것으로 판단되어 우선적으로 금 나노입자 합성 최적 pH 조건을 찾기로

하였다. 실크 세리신 수용액과 HAuCl4 의 최종 농도가 각각 1 mg/ml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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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2. Zeta potential of silk sericin (SS) solution (1 mg/ml) at pH

2, 4, 7 and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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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mM 이 되도록 혼합한 후, 혼합액의 pH를 각각 2, 4, 7, 9로 조절하고,

55℃에서 24 시간까지 반응을 관찰하였다 (Figure 3). pH 2의 조건에서

합성한 경우 금색의 입자가 침전되는 것이 관찰되었지만, 상등액은 투명

한 상태를 나타내었다. pH 4의 조건에서는 실크 세리신의 응집이 관찰

되었고, 상등액은 보라색이었으나 상당량의 침전물이 발생하였다. pH 7

의 조건에서는 전형적인 붉은 빛의 금 나노입자 콜로이드 용액을 얻을

수 있었으며, pH 9에서는 색의 농도가 옅어졌다. 각 pH 조건에서 금 나

노입자 특유의 SPR 흡광 피크가 나타는지 확인하기 위하여, UV-Vis 분

광 광도계에서 흡광도를 측정하였다. 침전물이 발생한 경우 침전물을 제

외한 상등액을 측정하였다. Figure 4에서 보듯이 pH 2의 조건에서는 상

등액에서 SPR 흡광 피크가 나타나지 않았으나, pH 7과 pH 9의 용액에

서 525 nm에서는 전형적인 금 나노입자의 SPR 피크가 나타났다. 한편

pH 4의 조건에서는 SPR 피크가 535 nm로 레드 시프트되었으며, 700

nm에서 추가적인 피크가 나타났다. 이는 금 나노구조가 나노로드나 삼

각형 모양처럼 이방성 나노 입자인 경우 두 개의 축을 따라 전자 진동이

일어나기 때문에 두 개의 SPR 피크가 나타나는 것이다 [35].

각 pH 조건에서 합성된 금 입자의 형태와 크기를 에너지여과 투과전

자현미경으로 살펴보았다 (Figure 5). pH 2의 조건에서 합성한 경우 투

명한 상등액에는 아무것도 관찰되지 않았으나 금색의 침전물을 분석할

결과 2-3 μm 크기의 삼각형 또는 육각형의 마이크로플레이트를 관찰할

수 있었다. pH 4의 조건에서는 금 나노입자끼리 뭉쳐있거나, 삼각형 모

양의 금 나노입자를 확인할 수 있었다. 이는 앞선 SPR 피크 분석에서

두 개의 피크가 나타난 결과를 뒷받침한다. 한편 pH 7의 조건에서는 가

장 많고 균일한 크기의 금 나노입자를 확인할 수 있었으며, pH 9의 조

건에서는 금 나노입자가 많이 관찰되지 않았다. SPR 피크 분석에서 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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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H 2 pH 4 pH 7 pH 9

Figure 3. Optical images of gold colloids prepared at different pH.

From left to right, the pH of medium was 2, 4, 7 and 9.

For each reaction, the initial concentrations of SS and

HAuCl4 were 1 mg/ml and 1 mM, respectively. The

reaction was carried out for 24 hours at 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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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4. UV-Vis spectra of gold colloids prepared at different pH.

For each reaction, the initial concentrations of SS and

HAuCl4 were 1 mg/ml and 1 mM, respectively. The

reaction was carried out for 24 hours at 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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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H 2 pH 4 pH 7 pH 9

(a)

(b)

Figure 5. EF-TEM images of precipitates (pH 2) and gold

nanoparticles (AuNPs) in the colloids (pH 4, 7 and 9):

(a) low magnification and (b) high magnification. For

each reaction, the initial concentrations of SS and

HAuCl4 were 1 mg/ml and 1 mM, respectively. The

reaction was carried out for 24 hours at 55℃.



- 25 -

광도는 금 나노입자의 농도에 비례한다. 앞선 실험에서 pH 7의 조건에

서 제조된 용액의 흡광도가 pH 9의 경우보다 높았으므로 보다 많은 금

나노입자가 pH 7에서 합성되었음을 알 수 있으며, 이는 EF-TEM 관찰

에서도 확인되었다.

이와 같이 각 pH 조건에 따른 금 나노입자의 크기와 형태의 차이는

실크 세리신과 금 이온의 상호작용에 의해서 결정된다고 할 수 있다.

pH 2의 경우에서는 AuCl4
-의 환원이 가장 잘 일어나는 조건이며 동시에

양전하를 갖는 실크 세리신과 AuCl4
-간의 정전기적 인력도 최대이다. 따

라서 실크 세리신과 AuCl4
-이 일종의 클러스터를 형성하고 그 내부에서

금 이온의 환원이 일어나 다른 pH보다 큰 입자로 결정이 성장하여 석출

된 것으로 보인다. 또한 실크 세리신의 카르복시기도 –COOH의 형태를

띠기 때문에 정전기적 반발력을 내지 못해 금 입자가 분산되지 않고 계

속 환원이 진행되어서 수 마이크로 크기의 삼각형 또는 플레이트로 성장

한 것으로 생각된다. 또한 pH 4의 조건에서는 실크 세리신의 등전점이

기 때문에 시간이 지나면서 실크 세리신이 응집되는 경향을 보였으며,

이 때문에 금 이온과 효율적으로 반응하지 못하는 것으로 예상하였다.

한편 pH 7의 조건에서는 금 이온을 환원시킬 것으로 기대되는 실크 세

리신의 하이드록실기, 아미노기, 카르복시기가 가장 반응성이 좋은 환경

이기도 하며 [68], 금 나노입자의 표면을 감싸는 실크 세리신이 음전하를

나타내므로 정전기적 반발력에 의하여 금 나노 입자가 잘 분산되는 것으

로 예상하였다. pH 9의 조건에서는 AuCl4
-과 실크 세리신의 반발력이

커서 AuCl4
-의 환원 반응이 적게 일어난 것으로 예상하였다. 따라서 pH

7의 조건에서 가장 효율적으로 금 나노입자를 합성할 수 있었기 때문에

향후 실험에서는 pH 7로 조건을 고정하고 진행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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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2. 실크 세리신의 농도에 따른 영향

전구체인 HAuCl4 수용액과 실크 세리신의 비율이 금 나노입자의 합성

여부 및 크기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하고, 실크 세리신의 최종 농도

를 0, 0.2, 0.5, 1, 3, 5 mg/ml가 되도록 혼합하고, pH 7, 55℃에서 24시간

까지의 반응을 관찰하였다. 이때, 전구체인 HAuCl4 수용액의 최종 농도

는 1 mM 로 고정하여 진행하였다.

Figure 6에서 알 수 있다시피 실크 세리신을 전혀 넣지 않았을 때에는

24시간 후에도 금 나노입자가 전혀 생성되지 않은 것을 통해 실크 세리

신의 환원제로서의 역할을 확인할 수 있었다. 저농도인 0.2와 0.5 mg/ml

의 실크 세리신 수용액을 사용한 경우에는 용액이 검은색으로 변하였다.

기존의 연구에 의하면 50～100 nm 정도 크기의 금 나노입자 콜로이드

용액의 경우 이러한 검은색을 나타낸다고 보고하였다 [34]. 또한 1

mg/ml 실크 세리신 수용액을 사용하였을 때 그 보다 더 고농도인 3 또

는 5 mg/ml 실크 세리신 수용액보다 더 빠르게 색이 변화하는 것을 확

인하였다. 이는 실크 세리신이 고농도일 때에는 금 이온과 이멀젼이 제

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오히려 실크 세리신간의 상호작용이 강하게 일어

나 금 나노입자 합성이 잘 일어나지 않는 것으로 생각된다. 실제로 실크

세리신은 분자간 수소결합에 의하여 젤이 형성되는 특성을 갖고 있는데

이는 특히 실크 세리신의 농도에 비례한다.

24시간 반응한 금 나노입자 콜로이드 용액을 UV-Vis 분광 광도계를

통해 분석하였다 (Figure 7). 0.2, 0.5, 1, 3 mg/ml 실크 세리신 수용액에

서 SPR 피크가 나타났다. 그러나 0과 5 mg/ml 실크 세리신 수용액을

사용한 경우에는 SPR 피크가 나타나지 않았다. 최대 흡광도는 1 mg/ml

실크 세리신 수용액에서 나타났으며 이는 육안 관찰과 일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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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6. Optical images of gold colloids prepared at different

concentrations of SS. The initial concentration of

HAuCl4 was 1 mM, and the reaction was carried out up

to 24 hours at pH 7 and 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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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7. UV-Vis spectra of gold colloids prepared at different

concentrations of SS. The initial concentration of

HAuCl4 was 1 mM, and the reaction was carried out for

24 hours at pH 7 and 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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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0.2 mg/ml 실크 세리신 수용액을 사용한 경우에는 SPR 피크가

레드 시프트가 되었으며, 이는 금 나노입자의 크기가 증가하였음을 나타

낸 것이다. 따라서 1 mg/ml 실크 세리신 수용액에서 가장 효율적으로

금 나노입자가 합성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위의 조건에서 제조된 금 나노입자를 EF-TEM을 통하여 관찰하였다

(Figure 8). 그 결과 저농도인 0.2 mg/ml 실크 세리신 수용액을 사용하

였을 때에는 저배율에서 약 50 nm의 금 나노입자가 형성된 것으로 판단

되었으며 이는 앞에서 용액의 검은색으로 변하는 것과 SPR 피크가 레드

시프트된 결과와 일치한다. 그러나 고배율로 확대한 결과 보다 작은 입

자가 응집되어 크기가 크게 측정된 것으로 확인하였다. 0.5 mg/ml 실크

세리신 수용액을 사용한 경우에도 금 나노입자들이 모여있는 것을 관찰

할 수 있었는데, 이를 통해 실크 세리신이 저농도일 때에는 금 나노입자

를 충분히 캡핑하지 못하여 금 나노입자끼리 응집하는 경향이 있다고 판

단하였다. 1과 3 mg/ml 실크 세리신 수용액을 사용한 경우에는 금 나노

입자의 응집이 관찰되지 않았다. 5 mg/ml 실크 세리신 수용액을 사용한

경우에는 금 나노입자를 관찰할 수 없었다.

EF-TEM 사진을 기반으로 금 나노입자의 크기를 측정하였다 (Figure

9). 0.2 mg/ml 실크 세리신 수용액을 사용하였을 때에는 금 나노입자가

응집되어 개별 입자의 크기를 측정하기는 어려웠다. 따라서 응집된 입자

의 크기를 측정한 결과 47.5±9.33 nm였다. 0.5, 1, 3 mg/ml 실크 세리신

수용액을 사용한 경우에는 개별 금 나노입자의 크기를 측정할 수 있었으

며, 농도가 높아질수록 크기가 작아지는 것을 확인하였다. 이는 전구체에

비해 캡핑/안정제의 비율이 높을수록 금 나노입자 크기 성장을 방해하기

때문으로 예상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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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8. EF-TEM images of AuNPs in colloids prepared at different

concentrations of SS. The initial concentration of HAuCl4

was 1 mM, and the reaction was carried out for 24 hours

at pH 7 and 55℃: (left) low magnification and (right)

high magnific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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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9. Size distribution of the AuNPs prepared at different

concentrations of SS. The initial concentration of

HAuCl4 was 1 mM, and the reaction was carried out for

24 hours at pH 7 and 55℃. Error bar indicates standard

devi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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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결과들을 통해서 실크 세리신의 농도가 1 mg/ml 금 나노입자가 응

집하지 않고, 가장 많이 만들어진다고 판단하여 향후 실험에서는 실크

세리신의 농도를 1 mg/ml 로 고정하여 진행하였다.

4.1.3. 반응 시간에 따른 영향

반응 시간이 금 나노입자 합성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하여, 실

크 세리신과 HAuCl4의 최종 농도를 각각 1 mg/ml과 1 mM로 혼합하고,

pH 7로 조절하였다. 이 후 55℃에서 48시간, 70℃에서 24시간, 85℃에서

8시간까지 반응을 관찰하였다. Figure 10에서 보듯이 반응 시간이 길어

질수록 생성되는 금 나노입자의 양은 증가하였으나 최대 흡광도가 나타

나는 파장이 변하지 않는 것으로 보아 반응 시간에 따라 금 나노입자의

크기의 증가는 일어나지 않았다. 또한 온도가 증가할수록 보다 빠른 시

간에 금 나노입자가 합성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반면 시간이 지남

에 따라 UV-Vis 분광광도계 흡광도 피크의 폭이 좁아지는 것을 보아

단분산성이 좋아지는 것으로 예상하였다.

4.1.4. 반응 온도에 따른 영향

앞선 실험에서 반응 온도가 높을수록 생성되는 금 나노입자의 양이 달

라지는 것을 확인했다. 따라서 반응 온도가 금 나노입자 합성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하여, 25, 40, 55, 70, 85℃에서 8시간까지 반응을 살

펴보았다. 우선 상온인 25℃와 40℃에서는 8시간까지 육안 상 붉은 빛으

로 변하지 않았으며, 55℃에서 85℃로 갈수록 더 짙은 붉은 빛을 나타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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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b)

(c)

Figure 10. UV-Vis spectra of gold colloids recorded with designated

time interval at different reaction temperature conditions.

For each reaction, the initial concentrations of SS and

HAuCl4 were 1 mg/ml and 1 mM, respectively. The pH

was adjusted at 7: (a) 55℃, (b) 70℃, and (c) 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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었다 (Figure 11). Figure 12에서는 최대 흡광도가 나타나는 525 nm에서

흡광도를 온도와 시간에 따라 나타내었는데, 고온으로 갈수록 금 나노입

자 초기 합성 속도가 빠른 것을 알 수 있었다. 8시간 반응한 금 나노입

자 콜로이드 용액을 대상으로 EF-TEM 분석을 실시하였다 (Figure 13).

EF-TEM 저배율의 이미지에서 보다시피 온도가 높을수록 더 많은 입자

가 들어진 것을 알 수 있었다. 반면 EF-TEM 고배율 이미지를 통해, 2

5℃에서 반응한 금 나노입자 콜로이드 용액에 경우, 아주 작은 금 나노

입자가 존재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또한 55℃ 이상에서는 다양한 크기

의 금 나노입자를 확인할 수 있었다. 이러한 금 나노입자의 크기 분포를

확인해본 결과, 25℃에서는 약 3 nm의 금 결정핵이 주로 존재하였으며,

온도가 증가할수록 17 nm까지 금 나노입자의 크기가 커지는 것을 확인

하였다 (Figure 14 (a)). 85℃에서는 70℃에 비하여 크기는 더 커지진 않

았지만, 다른 온도에 비해 더 불균일한 금 나노입자를 얻을 수 있었다.

DLS 분석을 통해서도 EF-TEM 이미지에 상응하는 비슷한 양상의 크기

분포를 얻을 수 있었다 (Figure 14(b)).

실험 결과를 통해 반응 온도를 조절함으로써 반응 효율을 높일 수

있었다. 그러나 85℃에 경우 70℃와 입자의 크기에 큰 차이가 없었으며,

오히려 단분산성이 떨어지므로, 최적 합성 조건을 70℃로 정하여 이 후

실험을 진행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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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40℃   55℃   70℃   85℃

(a) 2h

(b) 4h

(c) 6h

(d) 8h

Figure 11. Optical images of gold colloids prepared at different

reaction times and temperatures: (a) 2, (b) 4, (c) 6 and

(d) 8 hours. For each reaction, the initial concentrations

of SS and HAuCl4 were 1 mg/ml and 1 mM,

respectively. The pH was adjusted at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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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12. The increase of maximum absorbances in UV-Vis spectra

of gold colloids up to 48 hours at different reaction

temperature. For each reaction, the initial concentrations

of SS and HAuCl4 were 1 mg/ml and 1 mM,

respectively. The pH was adjusted at 7. The inlet figure

shows the results of first 8 hou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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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40℃          55℃        70℃         85℃

(a)

(b)

Figure 13. EF-TEM images of AuNPs in colloids prepared at

different reaction temperatures for 8 hours: (a) low

magnification and (b) high magnification. For each

reaction, the initial concentrations of SS and HAuCl4

were 1 mg/ml and 1 mM, respectively. The pH was

adjusted at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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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b)

Figure 14. Size distribution of AuNPs prepared at different reaction

temperatures for 8 hours. The size data were obtained

from EF-TEM image analysis (a) and DLS measurement

(b). For each reaction, the initial concentrations of SS and

HAuCl4 were 1 mg/ml and 1 mM, respectively. The pH

was adjusted at 7. Error bar indicates standard devi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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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5. 트립신 및 BSA를 이용한 금 나노입자 합성

세리신 이외에도 트립신이나 BSA와 같은 단백질을 금 나노입자의 합

성에 이용한 사례가 있다 [73,51]. 앞서 설정한 실크 세리신의 최적 조건

을 기준으로 실크 세리신 대신 트립신과 BSA를 이용하여 금 나노입자

의 합성을 시도하였다. Figure 15에서 알 수 있다시피 트립신을 환원제

및 캡핑제로 사용한 금 나노입자 합성에서는 저농도의 실크 세리신을 사

용한 것처럼 어두운 빛의 금 나노입자 콜로이드 용액이 만들어졌다.

BSA 단백질을 사용한 경우 pH 4의 실크 세리신 실험에서와 같이 단백

질이 응집되어 침전하는 경향을 관찰할 수 있었다. 이러한 결과는 단순

히 단백질에 존재하는 아미노산 잔기에 의한 환원 효과뿐만 아니라 각

단백질의 반응 pH에 따른 고유한 전하 특성이나 특정한 이차 또는 삼차

구조가 금 나노입자의 합성에 영향을 준다고 생각할 수 있다. 따라서 실

크 세리신의 이차 구조가 금 나노입자 합성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고자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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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15. Optical images of gold colloids prepared with trypsin and

BSA. For each reaction, the initial concentrations of

trypsin and BSA were 1 mg/ml, respectively. The

reaction was carried out at pH 7 and 70℃ for 12 hou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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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6. 실크 세리신 이차 구조 변화에 따른 영향

실크 세리신은 각 단백질 분자들이 규칙성이 없는 무질서한 구조이다.

이전에 실크 세리신을 이용한 실리카의 합성에서 실크 세리신의 이차 구

조가 생규화에 영향을 준다는 것이 보고된 바 있다 [18]. 실크 세리신의

이차 구조는 알코올을 첨가함으로써 β-sheet로 유도할 수 있다. Oh et

al. [82]는 실크 세리신을 에탄올로 처리하였을 때 실크 세리신의 이차

구조가 random에서 aggregated strand 또는 β-sheet 구조로 변한다고

설명하였다.

실크 세리신의 이러한 이차 구조의 변화가 금 나노입자 합성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하여, 실크 세리신 수용액에 10:0, 9.5:0.5, 9.0:1.0.

8.5:1.5, 8.0:2.0의 비율로 에탄올을 첨가해 준 후, 실크 세리신과 HAuCl4

의 최종 농도가 각각 1 mg/ml와 1 mM이 되도록 혼합하였다. 이 용액

을 pH 7로 조절하고, 70℃에서 12시간까지 반응을 관찰하였다.

Figure 16에서 육안 상으로 에탄올 함량이 더 높을수록 더 빨리 금 나

노입자 콜로이드 용액의 색이 붉은 빛을 띠는 것을 확인하였다. 기존의

문헌에서는 실크 세리신이 β-sheet 구조로 전이되면서 무기 이온을 환

원시키는 하이드록실기나 카르복시기가 정렬되어 떄문에 더 많은 무기

입자가 생성된다고 설명하였다 [7,20]. 따라서 본 연구에서도 실크 세리

신의 이차 구조가 β-sheet 구조로 유도됨에 따라 환원력을 갖는 아미노

산의 곁사슬이 금 이온과 접촉할 확률이 증가하게 되고 이에 따라 더 많

은 금 나노입자가 생성된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12시간 반응시킨 용액

을 UV-Vis 분광광도계로 살펴본 결과 실크 세리신이 β-sheet 구조로

변함에 따라 더 많은 금 나노입자가 생성되어 높은 흡광도를 가졌다. 한

편 에탄올 함량이 높을수록 최대 흡광도의 파장대가 약간 레드 시프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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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9.5:0.5,9.0:1.0,8.5:1.5,8.0:2.0

(a) 1 h

(b) 2 h

(c) 4 h

(d) 8 h

(e) 12 h

Figure 16. Optical images of gold colloids prepared with different

SS:ethanol compositions. From left to right, the SS:ethanol

compositions (v/v) were 10:0, 9.5:0.5, 9.0:1.0. 8.5:1.5, and

8.0:2.0. For each reaction, the initial concentrations of SS

and HAuCl4 were 1 mg/ml and 1 mM, respectively. The

reaction was carried out at pH 7 and 70℃ for 12 hou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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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었다 (Figure 17). 따라서 합성된 금 나노입자의 크기에 변화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EF-TEM 분석을 실시하였다. Figure 18에서 보다시피

에탄올 함량이 높을수록 더 많은 입자가 만들어졌으며, 입자의 크기도

증가하는 것이 관찰되었다. 에탄올이 전혀 들어가지 않은 경우 17.9 ±3.7

nm였던 금 나노입자가 에탄올 함량이 늘어남에 따라 크기가 증가하였으

며, 에탄올이 실크 세리신 수용액에 최대 20% 함유되었을 때 금 나노입

자가 20.2±3.83 nm 까지 커지는 것을 알 수 있었다 (Figure 19). 따라서

실크 세리신이 에탄올에 의해서 β-sheet 구조로 전이되면서 하이드록실

기나 카르복시기가 정렬되어 더 많은 금 나노입자를 제조할 수 있었을

뿐만 아니라 금 나노입자의 크기도 커지는 것을 알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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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17. UV-Vis spectra of gold colloids prepared with different

SS:ethanol compositions. For each reaction, the initial

concentrations of SS and HAuCl4 were 1 mg/ml and 1

mM, respectively. The reaction was carried out at pH 7

and 70℃ for 12 hou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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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b)

Figure 18. EF-TEM images of AuNPs in gold colloids prepared with

different SS:ethanol compositions: (a) low magnification

and (b) high magnification. For each reaction, the initial

concentrations of SS and HAuCl4 were 1 mg/ml and 1

mM, respectively. The reaction was carried out at pH 7

and 70℃ for 12 hou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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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19. Size distribution of AuNPs prepared with different

SS:ethanol compositions. For each reaction, the initial

concentrations of SS and HAuCl4 were 1 mg/ml and 1

mM, respectively. The reaction was carried out at pH 7

and 70℃ for 12 hours. Error bar indicates standard

devi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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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 실크 세리신을 이용해 합성한 금 나노입자의 구조

특성

앞선 실험 결과들을 통하여 실크 세리신을 이용하여 금 나노입자를 합

성하는 최적 조건은 HAuCl4의 농도가 1 mM인 경우 실크 세리신의 농

도는 1 mg/ml, 반응 pH는 7, 반응 온도는 70℃에서 12시간 반응임을 확

인하였다. 이러한 환경에서 합성된 금 나노입자의 금 결정구조를 확인하

기 위하여 X-선 회절분석을 실시하였다 (Figure 20). 이 때, 2θ = 38,

45, 64 및 77〫〫〫〫에서 피크가 나타났으며, 이는 각각 (111), (200), (220) 및

(311)의 브래그 반사(Bragg reflection)에 해당한다. 또한 XRD 패턴을

JCPDS 표준 (Joint Committee on Powder Diffraction Standards)과 비

교하였을 때, 면심 입방 구조(FCC)를 지닌 금 나노입자임을 확인하였다

[48, 64]. 한편 에너지분산형 분광분석(EDS)에서는 금 원소뿐만 아니라

질소 원소를 확인할 수 있었는데 (Figure 21), 이를 통하여 금 나노입자

에 환원제인 실크 세리신 단백질이 남아져있다고 생각되어 추가 분석을

실시하였다.

기존 금 나노입자와 비교하기 위하여 Turkevich 방법으로 금 나노입

자를 합성하였다. 시트르산나트륨으로 합성한 금 나노입자와 실크 세리

신으로 합성한 금 나노입자를 열중량분석기(TGA)를 통해 분석해본 결

과 (Figure 22), Turkevich 방법으로 제조된 금 나노입자의 경우 900℃

도에서도 뚜렷한 무게감소가 없는 반면, 실크 세리신으로 합성한 금 나

노입자는 250℃부터 급격한 무게 감소를 나타내었다. 250℃에서의 급격

한 무게 감소는 실크 세리신의 열분해 온도와 일치함을 확인함으로써 실

크 세리신이 금 나노입자와 함께 존재한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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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20. XRD spectrum of AuNPs prepared at optimum reaction

condition. The initial concentrations of SS and HAuCl4

were 1 mg/ml and 1 mM, respectively. The reaction

was carried out at pH 7 and 70℃ for 12 hours.



- 49 -

Figure 21. EDS spectral analysis of AuNPs prepared at optimum

reaction condition. The initial concentrations of SS and

HAuCl4 were 1 mg/ml and 1 mM, respectively. The

reaction was carried out at pH 7 and 70℃ for 12 hou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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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22. TGA curves of AuNPs-citrate (AuNPs synthesized by

Turkevich method), AuNPs-SS (AuNPs synthesized

with SS) and Silk Seric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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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실크 세리신이 금 나노입자에 어떠한 형태로 결합되어 있는지

확인하기 위하여 고분해능 투과전자현미경(HR-TEM)으로 분석하여 보

았다. Figure 23 (a)를 통하여 실크 세리신이 금 나노입자를 캡핑하는 형

태로 존재하는 것이 확인되었는데, 이 때 실크 세리신 캡핑의 두께는 약

0.71±0.1 nm 정도였다. 또한 HR-TEM 분석에서 층간 간격이 0.233 nm

인 격자 줄무늬가 나타났는데, 이는 금의 (111)면의 격자 간격에 해당하

며, 선택 영역 전자 회절 패턴(Selected-area electron diffraction pattern,

SAED) 에서도 FCC 결정질 격자의 (111), (200), (220)에 대응하는 링이

관찰되었다. 이를 통해 금 나노입자임을 다시 한 번 확인하였다 (Figure

23 (b),(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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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b)

(c)

Figure 23. HR-TEM images of AuNPs prepared at optimum reaction

condition: (a) AuNP diameter and capping thickness of

SS, (b) lattice spacing of Au and (c) SAED pattern.

The initial concentrations of SS and HAuCl4 were 1

mg/ml and 1 mM, respectively. The reaction was carried

out at pH 7 and 70℃ for 12 hou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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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 금 나노입자 합성에서의 실크 세리신의 역할

4.3.1. 실크 세리신 구성 아미노산에 따른 영향

금 나노입자를 친환경적으로 합성하기 위하여 식물 추출물, 탄수화물,

단백질, 지질, 미생물, 효소, 핵산 등의 생물 분자들을 이용하는 연구가

많이 이루어지고 있다 [11]. 그 중 단백질을 활용한 금 나노입자의 합성

은 친환경적이고, 생체적합하며, 수용성이며, 추가 활용에 용이하다는 많

은 이점을 가지고 있다 [58]. 이 때 단백질이 금 나노입자 합성에 영향을

미치는 원인을 단백질을 이루는 개별 아미노산 및 펩티드 서열에서 찾고

있다. 실크 세리신 역시 단백질이기 때문에 다양한 아미노산으로 구성되

어있다. 따라서 금 나노입자 합성에 영향을 주는 아미노산을 찾기 위해

실크 세리신에 2 mol% 이상 함유되어있는 9가지의 아미노산[18]을 이용

하여 금 나노입자를 합성해보았다. 타이로신은 물에 녹지 않아 제외하였

다.

9종류의 아미노산을 물에 녹인 후, 개별 아미노산의 최종 농도가 0.034

M, 전구체 HAuCl4는 1 mM이 되도록 혼합한 후, pH 7로 조절하고, 7

0℃에서 30분까지 반응을 관찰하였다. Figure 24에서 보다시피 10분 만

에 아스파틱산과 글루탐산을 첨가한 용액의 색이 붉게 변하였고, 글라이

신과 라이신을 사용한 경우에서는 침전물이 생성되는 경향을 나타내었

다. 또한 30분 후에는 알라닌과 발린을 제외한 모든 아미노산에서 반응

이 나타났다. 이를 자세히 확인하기 위하여 침전이 발생한 글라이신 및

라이신과 반응이 일어나지 않는 알라닌, 발린을 제외하고, UV-Vis 분광

광도계를 이용하여 SPR 피크를 확인하였다 (Figure 25). 그 결과 아스파

틱산, 글루탐산, 세린의 순으로 높은 흡광도가 나타나 많은 금 나노파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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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24. Optical images of gold colloids after mixing each amino

acid solution with HAuCl4. The initial concentrations of

amino acid and HAuCl4 were 0.034 M and 1 mM,

respectively. The reaction was carried out at pH 7 and

70℃ for 30 mi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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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25. UV-Vis spectra of gold colloids after mixing each amino

acid solution with HAuCl4. The initial concentrations of

amino acid and HAuCl4 were 0.034 M and 1 mM,

respectively. The reaction was carried out at pH 7 and

70℃ for 30 mi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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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이 생성된 것을 알 수 있었다. 트레오닌과 아르기닌에서도 약하지만

SPR 피크가 나타났다.

이상의 결과를 보면, 음전하를 가질 수 있는 아스파틱산과 글루탐산,

하이드록실기를 갖는 세린과 트레오닌이 금 나노입자 합성에 있어 효과

적임을 알 수 있다. 양전하를 갖는 아르기닌의 경우에도 어느 정도 금

나노입자 합성이 가능하다는 것을 보여준다.

이들 아미노산 중 실크 세리신은 아스파틱산의 함량이 약 16 mol%에

달하며 특히 실크 세리신의 열수추출 과정에서 단백질이 열에 의해 가수

분해 될 때, 아스파틱산에서 펩티드 결합이 끊어지는 것으로 알려져 있

다 [83]. 이로 인하여 아스파틱산이 단백질 구조에서 외부로 노출되어 있

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실제로 아스파틱산을 환원제로 이용해 금 나

노입자를 합성한 예가 보고된 바 있다 [54]. 한편 실크 세리신에 가장 많

은 함량을 가진 아미노산은 세린으로 약 34 mol% 함유되어 있다. 세린

은 하이드록실기를 갖고 있는데, 하이드록실기는 AuCl4
-의 환원이 가능

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68]. 따라서 실크 세리신의 금 나노입자 합성에

는 이 음전하를 갖을 수 있는 아미노산과 하이드록실기를 갖을 수 있는

아미노산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금 이온을 환원시키는 것으로 생각된

다. 아스파틱산과 세린의 곁사슬에 각각 존재하는 카르복시기와 하이드

록시기의 금 나노입자 합성 메커니즘은 4.3.2.에서 설명하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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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2. 금 나노입자 합성에서의 실크 세리신의 역할 규명

앞선 결과들을 통해서 실크 세리신이 금 나노입자 합성에 있어 환원

제로 작용할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 실크 세리신은 단백질로 다양한 아

미노산으로 구성되어있으며, 아미노산의 말단에 존재하는 COO-이나

NH3
+ 뿐만 아니라 곁사슬에 다양한 관능기를 포함하고 있다. 앞선 개별

아미노산 실험에서 확인한 바와 같이 실크 세리신에 높은 함량으로 존재

하는 세린과 아스파틱산이 금 나노입자 합성에 있어서 우수한 환원제임

을 확인하였다. 실크 세리신의 34 mol%를 차지하는 세린의 경우 곁사슬

에 하이드록실기가 존재한다. 하이드록실기는 AuCl4
-을 환원시키며, 자신

은 산화되어 카르보닐기를 갖게 된다. 이 때 수소 이온이 방출되며 금

나노입자 합성 후 용액의 pH 가 감소하는 원인이 된다. 아스파틱산은

기존 시트르산 나트륨으로 금 나노입자를 합성했던 메커니즘에서처럼 카

르복시기가 관여하여 수소이온과 이산화탄소가 부산물로 발생하는 것으

로 알려져 있다. 따라서 두 아미노산이 금 나노입자 합성에 관여하는 경

우 반응 후 용액내의 pH의 변화가 있을 것으로 예상되어 반응 후 용액

의 pH를 측정하였다 (Figure 26). 그 결과 반응 후 pH가 7에서 5.14로

감소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한편 중성 조건인 pH 7에서는 실크 세리신이 음전하를 나타낸다는 것

을 Figure 2에서 확인한바 있다. 또한 실크 세리신의 농도가 낮은 경우

에는 금 나노입자의 응집이 발생한 것도 확인하였다. 금 나노입자 합성

에 사용되는 환원제는 금 이온을 환원시키는 것 이외에 생성된 금 나노

입자를 안정하게 분산시키는 캡핑제(capping agent)의 역할을 동시에 수

행하는 경우가 많다. 실크 세리신의 경우 합성 조건인 pH 7에서 음전하

를 나타내므로 금 나노입자들을 정전기적 반발에 의해 분산시켜 응집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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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26. The change of pH of reaction media after 48 hours of

reaction. The initial concentrations of SS and HAuCl4

were 1 mg/ml and 1 mM, respectively. The reaction

was carried out at 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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막는 역할을 한다. 또한 이러한 효과는 실크 세리신의 농도가 낮은 경우

충분한 캡핑 효과가 없어 금 나노입자의 응집이 일어난다. 따라서 실크

세리신을 이용한 금 나노입자 합성에 있어 실크 세리신은 단순 환원제

역할뿐만 아니라 캡핑제의 역할도 하는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Turkevich 방법에 의해 합성된 금 나노입자는 응집이 발생하였다

(Figure 27). 앞선 금 나노입자의 분석에 있어서도 EDS 및 TGA 분석을

통하여 실크 세리신이 잔존함을 확인하였으며, HR-TEM 결과에서도 금

나노입자가 실크 세리신에 의하여 캡핑된 것이 확인되었다.

이상의 결과를 바탕으로 Figure 28에서 실크 세리신과 AuCl4
-간의 반

응을 모식화하였다. 실크 세리신은 금 이온을 환원시켜 금 결정핵 생성

을 유도하는데 이 과정에서 하이드록실기와 카르복시기가 관여하는 것으

로 판단된다. 또한 실크 세리신은 형성된 금 나노입자의 응집을 억제시

키는 캡핑제로써의 역할도 수행한다. 특히 캡핑의 두께가 0.71±0.1 nm로

매우 얇은 것은 실크 세리신이 금 나노입자 표면에 응집되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단분자층으로 덮고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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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27. EF-TEM images of AuNPs synthesized by Turkevich

metho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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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b)

(c)

Figure 28. Proposed role of SS during the synthesis of AuNPs: (a)

reduction of gold ion by hydroxyl groups, (b) formation

of Au nuclei and (c) final model of SS capped AuN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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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 실크 세리신으로 캡핑된 금 나노입자의 응용

금 나노입자는 표면에 다양한 분자를 결합하여 여러 분야에서 활용되

고 있다. 가장 많이 쓰이는 방법은 Turkevich 방법으로 합성된 금 나노

입자에 금과의 결합력이 우수한 싸이올기반 안정제를 이용하여 원래 약

하게 캡핑된 시트르산나트륨을 치환한 후 생체 분자를 도입한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 제조된 금 나노입자는 실크 세리신으로 캡핑되어 있으며,

실크 세리신의 다양한 작용기가 있어 곧 바로 생체 분자를 도입할 수 있

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를 확인하기 위하여 모델 분자로 FITC 형광 염

료의 부착 가능성을 확인하여보았다. Figure 29에서 형광현미경으로 금

나노입자를 확인하여 본 결과, 시트르산나트륨으로 합성한 금 나노입자

는 형광을 전혀 띠지 않았으며, 실크 세리신으로 합성한 금 나노입자의

경우 약한 형광을 띠고 있었다. 이는 금 나노입자를 캡핑하는 실크 세리

신이 약한 형광을 띠기 때문이다. 반면 FITC를 도입한 금 나노입자에

경우 강한 형광을 띠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즉 기존에 바이오컨쥬게이션을 위해 싸이올기반 안정제 또는 표면 개질

제를 첨가하던 방식과 다르게 환원제가 리간드 역할을 동시에 할 수 있

다는 장점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이러한 실크 세리신에 형광 염료뿐

아니라 항체나 단백질, 약물 등을 도입하여 금 나노입자를 라벨링, 약물

전달체, 바이오센서, 바이오이미징, 진단용 등 바이오메티컬 분야 생체적

합한 재료로 응용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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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b)

(c)

Figure 29. Fluorescent microscope images of AuNPs synthesized by

Turkevich method (a), SS capped AuNPs (b) and FITC

labeled SS capped AuNPs (c): (left) optical microscope,

(right) fluorescent microscope images.



- 64 -

제 5 장 결 론

본 연구에서는 실크 세리신을 환원제 및 캡핑제로 사용하여 친환경적이

고 용이한 방법으로 금 나노입자를 합성하는 최적 조건을 찾고자 하였

다. 또한 금 나노입자의 합성 과정에서 실크 세리신의 역할을 구명하고

자 하였다. 마지막으로 제조된 금 나노입자의 응용 가능성을 확인하였다.

본 연구를 통하여 얻은 결과는 다음과 같다.

1. 금 나노입자를 합성하는 최적 pH 조건을 찾은 결과 pH 7에서 가장

안정적으로 금 나노입자의 합성이 가능하였다. 실크 세리신의 농도는

1 mg/ml에서 응집 없이 금 나노입자를 합성할 수 있었다. 반응 온도

가 높을수록 반응 시간은 감소시킬 수 있었으나 70℃에서 12시간 이

상 반응 시켰을 때에 가장 안정한 금 나노입자가 합성되었다.

2. 실크 세리신의 이차 구조의 변화를 주기 위해서 에탄올 첨가한 결과

보다 빠른 시간 내에 반응이 진행되었으며, 금 나노입자의 크기도 증

가하였다. 이는 실크 세리신의 이차 구조가 β-sheet로 전이되면서 하

이드록실기나 카르복시기가 정렬되어 템플릿으로 역할을 하기 때문으

로 판단하였다.

3. 실크 세리신을 구성하는 아미노산 중 하이드록실기와 카르복시기를

갖는 아미노산들이 금 나노입자 합성에 효과적이었다. 따라서 실크 세

리신에 의한 금 이온의 환원은 이들 아미노산에 기인한 것으로 판단

하였다.

4. 금 나노입자의 분석 결과 금 고유의 FCC 구조가 관찰되었으며, 실크

세리신이 금 나노입자를 단분자층으로 캡핑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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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또한 추가적인 표면 개질제의 사용 없이 FITC의 도입이 가능하였

다.

본 연구를 통해 실크 세리신이 금 나노입자 합성에 환원제 및 캡핑제

의 역할을 하는 것을 알 수 있었으며, 향후 제조된 금 나노입자가 진단

또는 바이오이미징 등 바이오메디칼 분야에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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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Green Synthesis of Gold

Nanoparticles Using Silk Sericin

as Reducing and Capping Agent

MunJu Shin

Biomaterials Engineering

The Graduate School

Seoul National University

Recently, various natural materials have been used for the

synthesis of gold nanoparticles (AuNPs). These natural materials are

attracting attentions because they are more environmentally friendly

than conventional chemicals used for AuNPs synthesis. Silk

sericin(SS) is a protein that is removed during the silk degumming

process and has been studied for the synthesis of several inorganic

materials such as hydroxyapatite and silica. In this study, we tried to

synthesize AuNPs using SS. For optimizing the conditions for the

synthesis of AuNPs, the effect of reaction pH, concentration of SS,

reaction time and temperature during the formation of AuNPs was

observed by visual observation, UV-Vis spectrophotometer, a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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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F-TEM. As a result, when the concentration of HAuCl4 was 1 mM,

the optimum conditions for synthesizing AuNPs using SS was SS

concentration of 1 mg/ml, reaction pH at 7, reaction temperature at

70° C and reaction time of 12 hours. The prepared AuNPs at the

optimum condition had a size of about 17 nm and the particles were

well dispersed. In addition, when ethanol was added, the secondary

structure of SS was transited to β-sheet, and the size of gold

nanoparticles increased to about 20 nm and the amount of AuNPs

was also increased. It was confirmed that the amino acids bearing a

hydroxyl group or negative charge are effective in the synthesis of

AuNPs, and, in the case of SS, those amino acids exist at a high

content. Therefore, the SS consisted of these amino acids can reduce

gold ions, and finally, induce the synthesis of AuNPs. In addition,

HR-TEM, EDS, and TGA analysis revealed that SS remained in the

form of capping the synthesized AuNPs. FITC fluorescent dye could

be directly introduced to AuNPs by covalent bonding to SS.

Keywords : gold nanoparticles, silk sericin, biomineralization,

reducing agent, capping agent, green synthesis

Student Number : 2015-23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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