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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6 회 화학탐구 프런티어 페스티벌 제안서 

 

팀     명:     PerfectChemi                    (소속고교, 성명 등 개인정보는 기재를 금합니다) 

탐구 주제: 셀룰로오스 변형 및 imidazole 표면처리를 이용한 항박테리아 필름 (Cu+) 및 

살균 제품 유효기간 진단 키트 제작 

1. 탐구동기 

 코로나19의 유행 이후, 우리의 주변에 갑자기 많아진 물건이 있다. 엘리베이터, 출입문 등 많은 

사람의 손이 접촉할 수 있는 곳이라면 모두 붙어있는 항박테리아 필름이다. 해당 제품은 구리 1

가 이온 (Cu+)을 고분자 필름에 표면처리한 제품으로, 구리 이온이 박테리아와 접촉하는 경우 구

리 이온이 박테리아에 흡수되고, 바이러스의 움직임을 교란하는 원리이다. 이 원리에 의하면, 표

면에 처리 되어 있는 구리는 양이 한정되어 있기에, 해당 필름은 필연적으로 유효 기간을 가지게 

된다. 더불어, 구리 성분을 모두 사용하지 않았더라도 구리 성분이 줄어들면서 유효 면적이 줄어

듬에 따라 필름의 효과가 지속적으로 떨어질 수 있다 [1]. 이러한 한계점이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필름의 수명이 얼마나 되는지, 구리 성분이 얼만큼 남아있는지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존재하지 

않는다. 이러한 문제점은 비단 항박테리아 필름 만의 것이 아니다. 코로나19 이전에도 항균효과를 

강조하며 나온 제품들은 굉장히 많고, 이들은 대부분 은 1가 이온 (Ag+)이온을 활용하는데 비슷한 

메커니즘을 가지기에 그 한계점이 항박테리아 필름과 같다. 항균 제품들은 우리들의 건강과 연결

되어 있고, 꾸준한 관리와 점검이 필요하기에 해당 제품들의 유효기간과 잔여 항균 물질들의 유

무를 지시해 줄 수 있는 기술 개발이 필요하다. 더 나아가, 이들은 필름 등 항균 제품을 사용하는 

일반인의 입장에서 고급 장비를 동원하지 않고 즉석에서 유효 기간을 확인해 줄 수 있어야 하기

에, 색 변화를 이용하여 가시적으로 정보를 나타낼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따라서 우리 

팀은 항박테리아 필름 및 살균 제품들의 유효기간과 유효성분 잔류 상태를 가시적으로 나타낼 수 

있는 진단 키트를 제작하고자 한다. 

 현재까지의 색 변화를 이용한 금속 이온 센서, 즉 ‘colorimetric sensor’들은 복잡한 화학 구조를 

가지고 있어 합성에 많은 비용과 시간이 소요될 뿐만 아니라 인체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성분들이 

포함된 경우가 많다. 더 나아가 필름을 부식시키거나 잔류 성분으로 남아 분해되지 않아 환경을 

오염시키는 등의 문제점도 가지고 있다. 우리는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다음의 네 가지 

조건들을 만족시키는 센서를 제작하고자 한다: 1) 분자 자체의 합성이 복잡하지 않으나 2) 여러가

지 화학적인 작용기를 가질 수 있도록 화학적 처리가 용이하고 3) 필름을 부식시킬 정도로 높은 

반응성을 가지지 않으며 4) 생분해성을 가진다. 이에 우리는 주변에서 쉽게 구할 수 있으면서도 

다음의 조건들을 모두 만족하며 화학 센서로서의 sensitivity와 selectivity를 가진 센서를 제작하기 

위해 셀룰로오스를 변형 및 표면처리하여 사용하고자 했다. 

2. 탐구목적 

1) 셀룰로오스에 적당한 작용기(C=S, -NH2 등)를 가질 수 있도록 화학적으로 변형하여 선택적으로 

Ag+를 검출할 수 있는 형태로 만든다. 

2) Imidazole 및 Indole을 이용한 셀룰로오스 표면 처리로 Cu+를 검출할 수 있는 형태로 변형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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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3) 만들어진 물질이 Ag+, Cu+이외의 다른 금속 이온들과 반응하는지 확인하여 검출의 유효성을 

증명한다. 

4) 시중에 사용되는 필름 및 제품들의 유효기간을 확인하여 해당 정보를 공유하고, 개인 및 국가

적으로 해당 제품들의 교체 시기 등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한다. 

5) 필름 및 항균 제품 이외에도 Cu+, Ag+의 센서가 가치를 가질 수 있는 경우를 탐구한다. 

3. 탐구 내용 및 방법 

<이론적 배경 및 사전연구조사> 

1. Ag+ 검출 가능 후보군 조사 및 사전연구조사 

 Ag+ 이온은 이전부터 산업과 생활 전반에 많이 쓰였던 이온으로써 그 검출 방식 또한 많이 연

구되어 왔다. 고분자를 이용한 검출, DNA와의 결합을 이용한 검출, MOF등 특수한 구조체를 이용

한 검출 등 다양한 검출 방식이 있다. 그러나, 고급 장비를 이용해야 Ag+를 검출할 수 있는 방식 

대신 색의 변화를 통해 해당 이온을 검출할 수 있어야 한다. 더불어, 앞서 밝힌 바와 같이 다음의 

조건을 충족하는 방식일 때 일반인을 위한 진단 키트로서 가치를 가질 수 있다:  1) 분자 자체의 

합성이 복잡하지 않으나 2) 여러가지 화학적인 작용기를 가질 수 있도록 화학적 처리가 용이하고 

3) 필름을 부식시킬 정도로 높은 반응성을 가지지 않으며 4) 생분해성을 가진다. 해당 조건을 모

두 만족하는 분자는 셀룰로오스 축합체를 변형시키는 방식으로서 셀룰로오스에 C=S 와 –NH2 작

용기를 부여하는 경우 Ag+와 Cu2+를 선택적으로 검출할 수 있음이 밝혀졌다 [2].  

 

2. Cu+ 검출 가능 후보군 조사 및 사전연구조사 

A. 사전 연구 조사 

Cu+의 검출 방법 조사 결과, 해당 내용을 다룬 연구는 오직 한 개뿐이다. 해당 논문은 생물 분

자인 peptidyl에 imidazole을 결합하여 형광 (Fluorescence)를 띄게 하여, 생물의 세포 안에서 Cu+

의 유무를 판단할 수 있도록 한 연구를 다루었다 [3]. 해당 연구에서 imidazole과 Cu+는 서로의 

분자적 특성과 상호작용에 의해 특정 파장대의 빛을 흡수 후 방출하여 [그림 1]과 같이 형광을 

띄는 것으로 나타난다. 이 연구 외에는 오직 Cu2+를 검출하는 연구만 진행되어 왔던 것으로 보인

다. 따라서, 해당 논문의 결과를 활용하여 Cu+의 검출의 실마리를 찾아야 했다. 

 
[그림 1. Cu+의 농도와 imidazole 포함 peptidyl의 형태에 따라 달라지는 세포 내 구리-peptidyl 결합체의 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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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사전 연구 변형을 통한 연구 진행 

앞선 사전 연구에서는 peptidyl에 결합되어 있는 imidazole과 Cu+의 결합을 이용하여 결합체가 

형광을 나타낼 수 있도록 해주었다. 우리 연구의 최종 목적은 현미경 등의 관찰 도구와, 형광을 

나타내는 분자가 아닌 결합 시 색 변화를 가지는 물질을 합성하는 것이기에, 해당 연구에서 사용

하였던 물질들을 변형하여 사용하기로 했다. 기본적으로 형광을 가지는 것은 특정 파장대의 빛을 

방출하는 것이다. 따라서 imidazole과 화학적 특성이 비슷한 분자이면서 분자량이 다른 작용기를 

이용하거나 peptidyl보다 조금 더 무거운 물질에 붙어있는 해당 작용기를 활용한다면, 그 자체로 

색을 가질 수 있을 것이라고 판단하였다. 우선 peptidyl을 대체할 물질은 peptidyl보다 분자량이 

높으면서 화학적인 안정성을 가지고 있고 여러 물질을 이용하여 표면 처리를 해 화학적 특성을 

바꾸어줄 수 있는 셀룰로오스를 활용하기로 했다. 이 셀룰로오스에 imidazole 표면 처리를 해줄 

뿐만 아니라 [그림 2]에서 확인할 수 있는 것과 같이 화학적 구조가 비슷하며 동일한 화학 작용 

및 반응성을 나타내는 Indole 표면 처리를 해줄 것이다. 

  

  
[그림 2. Indole과 imidazole] 

 

 

<실험> 

실험1. 셀룰로오스 변형 및 Ag+ 검출 반응 실험 

A. 실험 준비물 

순수 셀룰로오스, DMF, N2 기체 시스템, 2,5-thiourea, HCl, microwave irradiator 

B. 실험 과정 및 유의 사항 

1. 20.00g cellulose를 N2 기체 하에서 80℃, 100.0mL DMF에 용해한 후 4시간 교반한다. 

2. 2,5-thiourea 1.1g을 HCl 0.67g과 물 1.5mL를 섞은 혼합액에 용해한다. 

3. 1.과 2.의 용액을 혼합한 후 섞어주고, 640W microwave에 5분 간 irradiate한다. 

4. 생성된 혼합액을 60℃에서 4시간 동안 건조시켜 흰 고체를 얻는다. 

5. 원소 분석기, SEM, XRD을 이용하여 결합 상태와 morphology를 분석하고 FT-IR을 이용하여 

C=S, -NH2의 반응기가 있는지 확인해준다. 

6. 50ppm부터 2배씩 희석하며 0.2ppm까지의 Ag+ 용액을 만들어준 후, 각 용액의 색을 물에 

cellulose를 희석한 용액의 색과 비교해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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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 합성된 셀룰로오스와 여러 금속 이온들의 반응, Ag+ 검출 특이성] 

 

실험2. 셀룰로오스의 표면 처리 및 Cu+ 검출 반응 실험 

A. 실험 준비물 

Imidazole, Indole, 실험 1에서 합성을 완료한 셀룰로오스, Dichloromethane, Stirrer 

B. 실험 과정 

1. Imidazole (0.952g, 14mmol)과 Indole (1.638g, 14mmol)을 50mL, dichloromethane에 용해한다. 

2. 실험 1에서 변형한 Cellulose 1.2g을 위 1.의 용액에 첨가한 후, 30℃에서 1.5시간동안 저어준다. 

3. 2.에서 완성된 용액을 0.5시간, 30℃에서 초음파를 이용하여 ultrasonicate 시켜준다. 

4. 3.의 용액을 필터링 한 후, 40℃에서 2시간 동안 건조시켜 흰 고체를 얻는다. 

5. 원소 분석기, SEM, XRD, FT-IR을 이용하여 분석하고 안정적으로 imidazole 및 indole이 cellulose

에 결합되어 있는지 확인해준다. 

6. 50ppm부터 2배씩 희석하며 0.2ppm까지의 Cu+ 용액을 만들어준 후, 각 용액의 색을 물에 

cellulose를 희석한 용액의 색과 비교해준다. 

7. Cu+ 이외에, 앞서 검출한 Cu2+와 Ag+ 검출 능력을 유지하고 있는지 확인한다. 

 

실험3. 완성된 셀룰로오스 진단 키트의 이온 검출 특이성 확인 실험 

A. 실험 준비물 

Pb2+, Ca2+, Cd2+, Mn2+, Zn2+, Ba2+, Li+ 이온 수용액 

B. 실험 과정 

1. 위 수용액들에 완성된 셀룰로오스를 첨가한 후, 색 변화가 있는지 확인한다. 

2. 색 변화가 있는 경우 따로 분류하여, 실험 1과 실험 2에서와 같이 어떤 농도까지 검출할 수 있

는지 확인한다. 

3. 색 변화가 없는 경우 검출 능력이 없는 것으로 판단하고 따로 기록한다. 

 

실험 및 조사 4. 시중 항균 제품의 유효기간 확인  

A. 실험 및 조사 과정 

1. 시중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는 항균 필름을 준비한다. 

2. 평균적인 사람들의 필름 접촉 횟수를 고려하여, 매일 해당 횟수만큼 필름을 만진다. 

3. 2일 간격으로 합성된 셀룰로오스를 이용하여 색 변화가 있는지 확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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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색 변화가 없을 때를 기록한다. 

5. 필름 이외에도 항균 제품 여러 가지에 대해 1.부터 4.의 과정을 반복한다. 

4. 예상되는 결과 

실험 1) C=S, NH2는 Ag+ 및 Cu2+ 검출 능력을 가지고 있음이 검증 되었으므로 해당 이온들을 검출할 

수 있을 것이다. 해당 변형 셀룰로오스에 Imidazole 및 Indole 표면 처리를 진행하여도 해당 검출 능력

과는 독립적이기에, 검출 능력이 보존될 것이다. 

실험 2) Imidazole 및 Indole이 표면 처리된 셀룰로오스의 Cu+ 검출에 대한 직접적인 연구 결과는 존재

하지 않지만, 해당 작용기들을 포함한 물질이 Cu+ 검출에 핵심적인 역할을 했다는 결과가 존재하므로, 

합성된 표면처리 셀룰로오스 또한 Cu+ 검출 능력을 가질 것이다. 

실험 3) 완성된 셀룰로오스 진단 키트는 Cu+, Ag+, Cu2+를 제외한 이온들은 검출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

된다. 따라서 Cu+와 Ag+에 대한 검출 특이성을 가지며, 이를 이용하여 항균 제품 유효기간 진단 키트

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을 것이다. 항균 제품 유효기간 진단 이외에도 수질 확인 등의 생활 및 산업적 

의미를 가질 것이다. 

실험 4) 항균 필름, 항균 도마, 항균 접시 등 항균 효과를 가진 제품들의 일반적인 유효 기간을 확인할 

수 있을 것이다. 해당 정보는 공유되어, 항균 제품들을 언제 교체해줄 것인지 가이드라인으로서 작용할 

수 있다. 

종합) 셀룰로오스의 변형, 표면 처리로 항균 필름 및 제품들의 체계적인 사용 관리가 가능해질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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